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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상가임차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

하거나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상권을 형성한다. 대다수의

임차인들은 자신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주로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권리금은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가 미흡하였다.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

어 기존의 임차인 보호 제도를 통해 권리금 보전을 시도하려는 노

력도 있었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5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현

실적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비판이

따랐다. 임차권양도·전대차는 사적처분을 통해 자신이 임차물에 투

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현행 민법은 원

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양도·전대차는 임대인에게 대

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2015년 5월 13일 드디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도입되었다. 다만 그동안의 상관행과 임대인 및 임차인

들의 기존 인식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임대인이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독특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

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명시적으로 도입되

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는데, 임차인들은 여전히 권리금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하급심 판례 중에는 임대

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 경우

자체가 드물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입법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미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

분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 임대차의 적용범위 중 가장

보호가 필요한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제외되었는데, 개정을 통해 예

외 조항 자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

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명

시적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제도

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부당하다. 상급심 판례나 입법

을 통해 5년이 경과한 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범위

에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금지 의무는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제되는

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나목, 다목의 경우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하급심 판례는 대부

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신용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였는지’등

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아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였는데, 임차인이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주선행위 입증 단계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신

규임대차체결을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

위와 관련하여서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의 해석론이 문제되었다. 이와 관

련하여서는 후자의 ‘정당한 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한 해석이 주로 다

투어졌다. 그 중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여섯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

더라도 이후 손해배상액의 기준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금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권리금 신고의무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권리금을 법제화하기까지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 조문에 대한 고찰과 실제 이를 적용한 하급심 판

례를 소개함으로써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록 권리금 보호 조항에 아직 개선해야 할 면이 있기는 하

지만,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질적인 공평을 추

구하고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보호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상당히 의

미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도입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다

각도로 해석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 실효적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권리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

무,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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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권리금은 오랫동안 상관행적으로

거래되어 왔다. ‘권리금’은 관행에 의해 형성된 개념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법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그

동안 임대차관계에서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실제 임차인들

은 대부분 임차보증금보다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회

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한 법

적 규율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

생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서울시가 2009년 도시정비사업으로 실시

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민과 조합 간 권리금 보상에 대

한 갈등이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상가

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

하였다.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권리금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제정

노력이 이어졌으나, 권리금을 직접 법으로 규정할 경우 부동산시장

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는 점 등의 우려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다 19대 국회에

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이 총 16개가 제안되었고, 이에

더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밝혔

다. 이후 드디어 2015년 5월 13일 그 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

던 권리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난 후 권리금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시행

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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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 이유는 권리금 관련 조항의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

고 입법 상 미비점이 많아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인

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우선 권리금 보호 규정 중 가장 핵심적인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미비점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금 법제화 이후 약 1년간 쌓인 판례를 분석한다면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론

도 많지 않고 특히 위 규정이 쟁점이 된 판례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었기에, 본고에서는 상가권리금에 대한 선행연구와 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 기

회 보호 등)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최초 권리금을 법제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를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그 미비점을 고찰하여 입

법취지에 맞는 개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

를 위해 제2장에서는, 먼저 종래 논의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의규정이 신설되기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권리금의 개념을 정

립하고, 권리금이 발생한 요인과 유형을 토대로 실제 거래계에서 존

재하는 권리금 현황을 통계를 통해 분석한 후 권리금 보호의 필요

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법제화하기 이

전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현행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 조항

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지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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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한 권리금 보전

의 한계, 임대차 기간보장을 통한 권리금 보전 및 임차권양도·전대

차를 통한 권리금 보전의 각 한계 및 의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개정 과정을 고찰함으

로써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향하는 목

적 및 개정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권리금이 법제화된 과정을 검토

할 것이다. 이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범

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와 관련

하여, 의의, 요건, 면제사유, 방해행위의 유형 및 정당성 심사기준,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해석 및 그와 관련된 하급심판례를 소개하

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의 법적성격을 검토한 후 손해배상 산정에서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

다.

제2장 권리금에 대한 일반론

제1절 권리금의 개념정립

권리금은 관행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

하는가에 따라 권리금의 성격과 범위가 정해지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의 보호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개념의 정립이 중요하다.1)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정의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종래의 논의

부터 현행법의 규정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권리금의 개념을 정

1) 김기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된 권리금에 대한 판례비평: 대상판결: 

가. 대판 2000. 9. 22. 2000다26326, 나. 대판 2000. 4. 10. 2000다59050, 다. 대판 

2002. 7. 26. 2002다25013”,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2, 258면;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4), 한국비교사법학

회, 2010. 12,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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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자 한다.

1. 권리금의 연혁

(1) 권리금의 연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조선

고등법원 판결에서 권리금에 관한 판결이 전혀 내려지지 아니한 점

에 비추어 일본인이 우리사회에서 상권을 장악했던 일제강점기에

발생하였다거나2), 광복 후 일제의 철수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는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할 때 또는 귀속재산을 권원 없이 사실상 점유하여

사용한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할 때 금전을 수수하는 상황에서 발

생하였다고도 한다.3) 또 다른 견해는 6·25사변의 전란으로 도시에

상가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대량으로 파괴된 후 도시화로 급격한 인

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권리금이 관

행화되었다는 입장도 있다.4)

(2)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반 언론보도를 보면,

중소상공업이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고액의 권리금이

거론되었다거나5), 초반 빙수점을 개업함에 있어 “京城으로 말하면

鐘路通이나 本町通 같은 데 장소를 잡을랴면 권리금등의 상당한 다

2)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은행거래·임대차사건의 제문제, 재판

자료 32집, 법원행정처, 1986년, 323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경작지와 주택을 대상으

로 권리금이 수수되었다고 한다.

3) 곽윤직, 채권각론(재전정판), 박영사, 2009, 356면.

4) 박준모, “상가권리금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3, 9면; 박성규,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공간과 사회 제24권 4호

(통권 50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9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상가에 권리금이 붙기 시

작한 것은 (6·25전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점포가 부족해지면서이다.”고 분석하

고 있다.

5) 동아일보, 1930. 1. 7. 기사; 다무라 후미노리, “한일 양국 상가임대차권리금의 역사적 

배경 및 법적·사회적 인식의 차이”, 공간과 사회 제24권 제4호(통권 50호), 한국공간환

경학회, 5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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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자본을 요케”6)된다고 언급된 바 있고, 1938년에도 당시 신시

가지의 교통기관 주변 상권에서는 고액의 권리금이 책정되어 있음

을 전하고 있다.7) 그러한 당시의 기사들에서는 권리금의 성질을 주

로 ① 조작(造作, 비품이나 설비), ② 지상권(장소적 이익), ③ 노포

료(老鋪料, 단골 고객이나 신용)의 대가라고 보았다.8) 즉 이러한 자

료들을 바탕으로 할 때, 권리금은 일제강점기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의 기원과는 달리

광복 이후에는 귀속재산과 관련하여 권리금이 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면이 있었고, 1970

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특유의 권리금 관행이 형성되었다. 일본에서

의 권리금은 차임통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서9)

권리금이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것이라고는 해도 일본의 논의와 궤

를 같이 하기엔 무리가 있다.

2. 관행상 인정되던 권리금 개념에 대한 학설 대립

(1) 통상 권리금이라 함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

의 양도 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

6) 동아일보 1933. 9. 6.자, “氷水經營知識”, 다무라 후미노리, 앞의 논문(주 5), 제51면 재

인용.

7) 동아일보 1938. 1. 20.자, 다무라 후미노리, 앞의 논문(주 5), 제51면 재인용.

8) 다무라 후미노리, 앞의 논문(주 5), 52면.

9) 김수영·노은영·배상규·최민준,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공익과 인권 제8권,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010, 133~134면; “대표적인 민법학계의 설명을 비롯하여 기타 ‘정의’의 시도들은 직간

접적으로 일본의 권리금 개념에 대한 정의를 수용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때문에 한국의 

권리금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그 정의를 확대하고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권리금 개념 정의는 2차대전 이후 주택에 관한 강력한 차임

통제가 ‘地代家賃統制令’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택으로서 

권리금이 성행하자 일본 정부의 물가청이 1948년 12월 24일 권리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즉, ‘위 통제령의 적용이 있는 건물의 임차권자가 임차권설정결과 그 부동산 

소재지를 이용함에 의하여 향유하는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의 대가인 지대 

또는 가임 이외의 것을 말한다.’는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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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고 한다.10)

(2) 그런데 관행상 인정되는 권리금의 개념에 대하여는 지급상대

방과 지급명목에 대해 다소 견해대립이 있다. 즉, ① 상가건물‘임차

인간’ ‘영업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보는

견해11), ②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

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라고 보는 견해12), ③ 임차인 상호간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그 부동

산에서의 영업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으로 수수되는

금원으로 보는 견해13) 등의 견해대립이 있다.

(3) 관행상 인정되는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 위와 같이 다양한 해

석이 생긴 것은, 권리금이 해방 이후에는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서

나타났으나 차츰 경제발달과 더불어 임대차 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지급되는 다양한 금전을 일괄하여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행이 변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4)

10) 곽윤직,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2009, 192면; 곽윤직, 앞의 책(주 3), 23면; 김

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6, 341면.

11) 원상철,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

국재산법학회, 2011. 11, 300면

12)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대상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판

결)”, 「판례월보」 제365호, 판례월보사, 2001. 2, 8면

13) 김기진, 앞의 논문(주 1), 259면; 다만 임차인들 사이에 수수되는 금원은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고 준 사람은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임대인이 권리금 명

목으로 받은 금원 역시 임차인 간 수수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만약 계약

기간, 권리금의 규모, 인근 부동산의 임료실태 등에 비추어 보아 임료의 선급이라고 인정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계약서 자체에 그 명목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사정이 있다

면 달리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14) 강석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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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편 관행상 인정되던 권리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

해서도 견해가 대립되었다. 권리금은 어떤 법적이익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받아 온 장소적 이익 및 확보된 고객에 대한 대가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혜적인 것이라고 이해한 견

해15)와 권리금의 수수가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되어 민법 제106조

의 사실인 관습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16), 권리금은 단순히

은혜적, 호의적, 시혜적인 성질을 떠나 법적으로 지급되는 장소적

이익, 시설적 이익, 영업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

을 가진 것으로 이는 더 이상 관행이나 사실인 관습이 아닌 이를

넘어 민법 제1조의 관습법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17)도 있

었다.

3. 대법원 판례상 권리금의 정의

가. 1950년대 대법원 판례: 귀속재산관련 권리금

(1) 1950년대의 권리금은 귀속재산을 권원 없이 현실적으로 점

유·사용하는 자가 그 점유·사용권을 양도하면서 받았던 금원이거나

혹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권을

양도하면서 받았던 금원이었다.18) 귀속재산처리법에서는 권리금을

받아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권한 없이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

기에 그러한 권리금 수수는 불법이었지만 귀속재산의 ‘사용권’이 자

유롭게 거래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거래는 음성

15) 임윤수·권영수, “상가건물임대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2집, 한국법학

회, 2006, 197면.

16) 신헌철, “상가건물임대차 제도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 97면; 하양명, “임차권의 승계에 따른 권리금의 지급실태”, 재판자료 제7집, 법원행정

처, 1980, 32면.

17) 배병일,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민사법학 제2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4, 144면.

18) 김수영·노은영·배상규·최민준, 앞의 논문(주 9),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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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야기하여 법원의 판

단이 요구되었다19).

(2) 1955. 5. 24. 선고 4288행상18 판결은, “즉 전술한 바와 여

히 관재법규에 귀속재산자체에 대한 권리금의 수수를 금한 입법취

지는 (중략) 주택의 독점을 배제하고 경제적 균일원칙 하에서 선량

한 관리자를 임차인으로 정하고(중략)[따라서]소외 편삼득에게 실제

수리비와 이사비 등 명목으로 지불한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중략) 환언하면 해방이후 귀속재산이 (중략) 노후 파괴된

것은 목격하면서도 수리하지 않은 결과 국민경제에 지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중략) 노후 파괴된 부분을 자진 수리하는 것은 관리입

주자인 개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의 경제향상에 기여하는

바 클 것이며 따라서 기 중에는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관재당국 양

해 하에 적당한 후임관리자를 물색하여 동인에게 양도할 시에 해재

산 자체에 대한 소위 권리금 명목이 아닌 전시 수리비를 지불하여

경제적으로 보상하여 줌이 타당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3) 위 판결은, 당시 귀속재산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이 벌어졌던 사회 실상을 고려하여, 선의로 행동한 ‘권리금 명목의

금원’수수 행위를 법의 보호 범위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법원의 법리구성은 향후 일반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이 문

제된 판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20)

즉, 위 판례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이 금지하는 권리금에 대해,

임차물의 시설 정비나 이사 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원 수수 부분만

은 비록 명목이 권리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형적 대가이므로

19) 김수영·노은영·배상규·최민준, 앞의 논문(주 9), 118면~119면.

20) 김수영·노은영·배상규·최민준, 앞의 논문(주 9), 119~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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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취하였는데21), ‘유·무형 대가

를 구분’하여 그 중 사용권 양도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무형적

권리금’은 여전히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보았다.

나. 권리금을 ‘임차인들 간에 지급하는 무형적 이익의 대가’로 판

단

(1) 1950년대의 권리금 분쟁은, 법규에서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

고 있었음에도 관행적·음성적으로 수수된 권리금의 효력을 다투었던

것이었음에 반하여, 1970년대부터의 권리금 분쟁은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부수하여 상가건물의 사용자(임차인 혹은 전차인)가 임대

인이나 건물소유주 등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데서 발생하

였다.22)

(2) 서울고등법원 1976. 7. 29. 선고 75나1740 판결은, 임대인

(철도청)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분식집을 영업하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자신이 분식집 설비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 부속물매수청

구권을 행사하면서, ‘식당영업을 계속해 오는 동안 무형의 이익이

증가하여 그 권리금에 해당하는 4,357,333원 상당 역시 부속물매수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

는 부속물이라함은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건물에 시설하되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며 또 건물의 일반적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의에 제공되어 그로 인하여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형의 물건에 한한다 할 것인바, 이른바 권리금이라고

21) 김수영·노은영·배상규·최민준, 앞의 논문(주 9), 120면.

22) 김수영·노은영·배상규·최민준, 앞의 논문(주 9),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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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무형의 이익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

속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권리금

매수 청구부분은 이유 없고”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임차인의 설비

중 분식영업의 설비가 아닌 일반 설비와 같이 임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3) 즉 위 판례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는 권리금은 곧 무형적 이익의 대가만을 의미하며 유형적 이익은

권리금의 범주에 아예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과 둘째는 그

러한 무형적 이익인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3)

(4) 최초로 ‘권리금’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5. 29. 선고 86가합6621(본소), 6622(반소) 판결을 보면, 판

례에서는 권리금을 무형적 이익의 대가로만 보았다는 점이 보다 확

실해 진다.24) 위 판결은, 임대인이 두 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

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상가명도를 청구한 사안이었는데, 한 임차

인은 종전 임차인들에게 권리금 3천 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러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임차인은 자신이 해당 상가를 경영하며 쌓은 무형적 이익으로서의

23) 이에 대해 김수영·노은영·배상규·최민준, 앞의 논문(주 9), 122면 에서는, 판례가 유형적 

권리금은 인정하되 무형적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는 ‘권리금은 무형의 이익으로서’라고 판시하였는 바, 유형적 이익은 권리금의 개념 안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형적 권리금’이라고 칭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

이다.

24) 다무라 후미노리, 앞의 논문(주 5), 58면; “서울고등법원 1974. 3. 8. 선고 72나2048 

판결이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84. 11. 22. 선고 84가단1489 판결, 그리고 서울민

사지방법원 1987. 5. 29. 선고 86가합6621(본소), 86가합6622(반소) 판결 등 하급심 법

원의 권리금에 대한 인식은 첫째 장소적 이익, 둘째 확보된 고객이나 신용 등 영업적 이

익에 대한 대가이며, 대체적으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

는 인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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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임대인이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의 임차인이 다

른 사람에게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략) 쌓아 온 고객

관계, 신용 등 무형의 재산 가치와 장소적 이익 등의 대가를 임차권

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설사 임대인이 임차인이 점포를 양수할 때에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을 알고 있고, 그 점포의 양도 양수 시에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지급

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중략) 임대인에게 그 지금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위 판결에서는 ① 권

리금은 임차인들 사이에서 수수되는 것이라고 보았고, ② 권리금이

란 ‘고객관계, 신용 등 무형의 재산 가치와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판시하였다.

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권리금에 대

한 개념정의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에서 권리금의

성질에 대해 판시한 이후 권리금의 개념에 대한 판례법리가 사실상

확립되었다25). 구체적으로 위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피고 소

유의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외에 권리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했고, 임대차기간 만료

25)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에서 판시된 권리금의 성질(개념)을 그대

로 참조한 판결로는,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29050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

5859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이 있다. 또한 대법원 

2011. 11. 13. 선고 2011다20394, 2040 판결에서는 위 권리금의 성질(개념) 중 ‘영업

상의 노하우’라는 요소만 빠졌을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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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청구를 하자, 피고는 “위 권리금은 원고로

하여금 기존의 고객을 확보하여 계속 수퍼마켓을 경영하도록 장소

적 이익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임대보증금과는 달리 반환할 수 없

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심은 이 사건 점포 옆 건물에서 수퍼마켓을 하던 원고가

수퍼마켓을 명도해 주어야 할 처지가 되자, 종전 자신이 수퍼마켓을

운영하였던 바로 옆 점포였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계속하여

수퍼마켓 영업을 하였던 점, 이로 인해 원고는 그 동안 쌓아온 고객

관계와 신용을 그대로 확보하는 장소적 이익을 누리면서 임차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퍼마켓 영업을 한 점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원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

시하였다.

(2) 다만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권리금의 개념을 정리하여 설시

하였는데,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

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의 이용대가”라고 판시하였다.

(3) 즉, 대법원은 권리금의 성질에 대해, 기존 하급심 법원에서는

장소적 이익, 기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만 보았던 것에서 나아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을 비롯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까지 권리금의

범주로 확장시켰고,26) 이후 이러한 개념이 판례 법리로 확립된 것

26) 다무라 후미노리, 앞의 논문(주 5),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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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정의와 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권리금 정의에 대한 여러 안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정의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

해서는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안과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안, 법무

부 안 등이 존재하였다. 각 안은 권리금 지급·수급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권리금의 내용에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 장소(바닥)권리금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점은

대동소이하였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안은, “명칭 여

하를 불문하고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제2조 제2호)로 권리금을 정의하

였다.27)

(3)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안은,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

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

대인, 임차인(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거나 임차권의 양도인이 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를 말한다.(제10조의 3)”로 정의하였다.28)

27)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E4L0

V1Y2L3E1D6V4F9L1O5L1Q1B5, 최종방문일 2016. 12.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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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안 및 법제처 최종시안

법무부안에서는,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였다.29)

한편, 법제처 최종시안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

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

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

대인, 임차인(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거나 임차권의 양도인이 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를 말한다.”(제10조의 3)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1) 최종적으로는 법제처 최종시안을 기준으로 하되 수급주체 중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거나 임차권의 양도인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는 부분을 제외한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즉, 현행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

28)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U4Q1

V1C0V7E1O6M5L7C5P7G2M1Q0, 최종방문일 2016. 12. 27.) 참조.

29) 법무부 보도자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2014. 9. 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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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권리금의 정의를 명문화하였다.

(2) 그 구체적 내용은30), 첫째, 대상물을 ‘상가건물’로 한정하고,

둘째, 지급주체를 ‘영업하는 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로 설정하여 현

재 영업을 하는 자도 권리금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고, 셋째, 수급

주체는 “임대인, 임차인”으로 한정하고, 법제처 최종 시안에는 포함

되고 있던 ‘전대차로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거나 임차권의 양도로 양

도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31) 넷째, 권리금의 구성요소를 “영

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

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등으로 열거하였다.

다섯째, 지급사유는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이다. 여섯째, 권리금은

금전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 상품, 원료 등으로 지급 받

을 수 있으므로 금전에 한하지 않고,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

는 금전 등의 대가”로 표현하였다.

(3) 그런데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만 보더라도 권리금 수수 당사

자는 임차권 양도인과 양수인(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

11512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4. 3. 선고 2006고단2654 판결

등), 위탁영업양도인과 양수인(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

85164 판결), 임차권의 전대인과 전차인(대법원 2001. 11. 13. 선

고 2001다20394 판결),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판결), 상가건물 임대분양 대행자

와 임차인(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32 판결)등으로 매우

30) 김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따

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안암법학 제48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9, 211~213

면.

31) 같은 법 제13조에서 준용규정으로 10조의3을 제외하였다.



- 16 -

다양한데, 법제처 최종시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제외하고 수급

주체를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금 수수관계

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4)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해 갖는

권리가 물권적 권리가 아닌 채권적 권리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

해 ‘권리금계약’에 대한 정의 규정도 두었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하여 체

결되는 부수적 계약이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32)이어서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종된 계약인 권리금계약의 당

사자가 달라질 수 있고, 권리금의 회수 등 권리금에 관한 분쟁은 권

리금계약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임대차계약 등의 무효·취소 등에 의

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이 복잡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비교개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었지

만, 권리금의 외연은 권리금의 유사개념에 대한 차집합이 아니라 여

집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사개념과의 구별을 통해 권리금

의 개념 및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33) 따라서 이에

대해 살펴보자면, 권리금과 비교되는 법적개념으로는 보증금, 상법

상의 영업양도의 영업,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행정상 손실보

3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판결.

33) 조현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6. 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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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대상으로서의 영업이익, 경제학의 프리미엄이 있다.

(1) 보증금이란 임대차존속 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

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4)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과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에 부

수하여 차임 이외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같으나, ① 원칙적으로 보증

금은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

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임차목적물을 명

도 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

여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35), 권리금은 임대차종료 시 반환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36) ② 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금액의 제약을 받지만 권리금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7)

(2) 두 번째 비교개념은 상법상 영업양도의 영업이다. 판례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3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35)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판결 등

36) 이동률, “권리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2집 제4호, 중앙법학회, 2009, 38면.

37) 이동률, 앞의 논문(주 36),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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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

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

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8)

영업양도의 목적으로서의 영업은 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된 재산

으로서 권리금의 유형 중 장소에 대한 권리금, 영업에 대한 권리금

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권리금은 영업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수수될 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권리금, 기타

허가에 대한 권리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의 대가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9)

영업양도는 법적 효과로서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상법 제

41조), 영업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2조 내지 제

45조)을 부담하나,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40)

(3) 세 번째 구별개념은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다. 상법

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3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39) 신봉환, “임대차에서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경성법학 제19집 제1호, 경성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0, 206면.

40)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563568 판결은, ‘권리금을 수수

하는 창업점포 양수도 계약서에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동종 상호 및 동종 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특히 반경 5㎞ 내에 횟집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

수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약정한 

것은 경업금지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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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92조의 2 제1항).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이 개척한 고객과의 거래가 유지

됨으로써 얻는 경제적 가치이므로 영업에 대한 권리금과 유사한 면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

에 대리상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인정되는 법정의 권리로서 이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배제하

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로 보지만,41)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내지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또

는 그와 유사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 현행

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반환청구

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따라서 반환을 제한·배제하는 당사자

의 특약을 유효하다고 보는 점에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과 다르

다.42)

(4) 네 번째 구별개념은 경제학의 프리미엄이다. 경제학상 프리

미엄은 화폐·외국환·유가증권 등이 정상가격이나 액면가격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말하며, 예컨대 주권의 시가가

액면가를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을 프리미엄이라고 한다.43) 희소성이

있거나 공급보다 많은 수요자가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토지, 상가,

택시면허증, 골프회원권 등을 매매할 때에 받는 웃돈을 말하기도 하

지만, 부동산 투기나 이권을 통해 얻는 불로소득이란 이식이 더 강

한 게 사실이다.44)

41) 정찬형, 「상법강의 상(제15판)」, 박영사, 2012, 285면.

42) 신봉환, 위 논문(주 39), 207면.

43) 남강헌, 소자본경영기법, 시대문학사, 199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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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 구별개념은 행정상 손실보상이 되는 영업이익이

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 영업이익은 공공사업 시행 시에

토지 등의 수용과 관계가 있는 영업권 기타의 영업상 손실을 보상

하는 것으로 현재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익이 장래에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이득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장소적 이익의 대가인 권리금은 포함되지 않는

다.45)46)

6. 검토

권리금은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으로서47) 최소 70년 이

상 상인들 사이에서 수수되었지만, 권리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차이가 존재하였다. 판례는 권리금을 무형적 이익의 대가라고

보는 태도에서 나아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물이나 무형의 재

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하여 그 개

념을 확장시켰다. 이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권리

금의 정의 규정을 두어 권리금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정의 규정은 대체로 판례 법리를

따랐으나, 당사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호의 범주를 축소함으로써

거래계의 현실과 다소 상이한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하의 연구에

서는 앞서 검토한 권리금 개념을 바탕으로 권리금 보호에 필요한

44) 강석점, 앞의 논문(주 14), 20~21면, 공순진·오정렬, “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동의논

집」 제34집, 동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2. 307면; 권리금을 협의의 프리미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45) 허강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권리금 포함여부를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연

구」 제10집,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0, 11면.

4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47) 배병일,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성질 및 반환”,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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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확립하기 위해 권리금의 발생요인과 유형(권리금의 내용요

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절 권리금의 발생요인과 유형(내용요소)

1. 상가권리금의 발생요인

어떠한 이유로 권리금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나 다

소 견해대립이 존재한다. 임대건물의 수급불균형, 세금탈루, 임대인

의 선호, 법령상 임차료의 제한, 행정기관의 허가요건의 억제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48) 도심지역 내 상가건물에

대한 수급불균형, 새로 창출한 영업적 이익의 회수, 기존 임차인에

게 지불된 관행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49), 수

요공급법칙, 창업초기의 비용회수,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 심리

적 요소로 인해 발생요인을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50) 한편 권리금

발생요인으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임차인 간에 관련 시

설 및 비품을 이전해주는 대가를 추가하는 견해51), 신규개발이 예

상되는 지역에 투기적 요인에 의해 권리금이 형성된다는 요인을 추

가하는 견해52)도 있다. 이와 같이 권리금은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이것이 서로 결합하여 일괄되어 거래되고 있다.

2. 권리금의 유형(권리금의 내용 요소)

48) 배병일, 앞의 논문(주 17), 149면 이하.

49) 박성규, 앞의 논문(주 4), 12~13면.

50) 김영두·위계찬,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대한 연구”, 2009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법무부, 2009. 10, 68면이하.

51) 이은영, 「채권각론(5판)」, 박영사, 2007, 479면.

52) 최재경, ‘상가임대차권리금에 따른 중개수수료 적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

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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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유형 내지 내용

권리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발생요인으로 인해 나

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권리금을 수수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금을 유형별로 나누어 수수하는 것이 아

니라 권리금이라는 이름 아래 일괄적으로 수수하고 있다.53) 그러나

권리금의 종류에 따라 임대인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반환

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 지 견해가 대립하므로54)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권리금 정의규정에 따라 권리금

유형(권리금의 내용요소)을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1)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지역권리금, 장소권

리금, 바닥권리금

2014년 권리금 거래·분쟁행태 실태조사55)에 따르면, 권리금을

지불한 명목에 대하여 임차인의 53.2%가 점포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답하였고, 임대인의 64.3%가 점포의 위치가 좋아

서라고 답하였을 만큼 권리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다.56)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등의 전통 재래시장처럼 과

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독자적인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 대학가

등 젊은 소비층이 밀집한 상가지역이나 수입자동차, 카페거리, 패션

거리 등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특정업종이 모여

53) 김영두·위계찬, 앞의 논문(주 50), 62면.

54) 권오승, 앞의 논문(주 1), 116면.

5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 “권리금 거래·분쟁행태 실태조사”, 2014년 7월, 5면.

56) 정우형, “도심상가의 권리금에 관한 소고”, 국토 1997년 8월호(통권 190호), 국토연구

원, 1997,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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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상권지역57), 상가의 위치가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있거나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58), 아파트나 공공건물 건축 예정지 등 상권 발달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에서 주로 장소에 대한 권리금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지역(바닥)권리금은, 상가 분양 시 부동산중개인 또는

상가개발업자가 임대인과 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가에 대한 권리

를 선점한 후 이를 실수요자인 상인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상인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여 권리금을 상승시키는 등 투기적 형태로 나

타나기도 하는데59) 그러한 경우 교통이나 주변 환경 등 상가입지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시멘트 바닥에 칸막이만 있는데도 수

천만 원씩의 권리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장소(바닥)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영업점포의 장소가 수익을

얻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치

적 이점에 대한 대가로 생겨난 권리금은, 그러한 이익의 대가를 누

구의 몫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즉, 입지적

요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가지는 이익으로서 임차

인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는 견해60), 상인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그 지역의 상권이 형성된 경우 상가의 장소적 이점에 대한 이

익은 실제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61),

57) 강수덕, “상가건물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6, 54면.

58) 허명국,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소고-학설 및 판례에 대한 분

석과 입법적 제안”, 원광법학 제29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77면.

59)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6집, 한국토지공법

학회, 2009, 165면.

60) 배병일, 앞의 논문(주 17), 150면.; 다만 주관적 장소적 이익의 대가인 부분(주관적 투

기적 부분)과 객관적 장소적 이익의 대가인 부분(객관적 투자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

다면 임차인도 객관적 부분은 누릴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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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가 상승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교통, 편익, 문화 시설 등 사회 인프라가 공급되면 토지

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들은 모두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어느 개인의 소유로 이어져서는 안 되

고 공동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여 매

년 회수하거나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부과하여 국가가 없애야 한다

는 견해62) 등으로 대립하였다.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을 향유한다는 것은 영업상 유리한 곳에

위치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63)이고 그 기간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정해지는 기

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권리금은 상각

된다고 보는 견해64)에 따른다면, 권리금의 반환범위를 결정할 때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의 비율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종료 시에는 최소한 장소(바닥)권리금은 임

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65)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임차인

이 지급한 권리금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만큼의 기대 영업수

익으로 충분히 상각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겠

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업기간의 존속이 권리금을 충분히 영업이익으

로 보전 받을 수 있을 만큼 보장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바닥(지역)

권리금만을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면에서 현실적으

61) 김서기, “권리금 법리의 명확화를 통한 권리금 회수방안”,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 정

책세미나, 2015년 4월 19일, 조성민, 앞의 논문(주12), 11면.

62) 이성영, “상가권리금 제도화 방안 모색-바닥권리금 양도세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제105권, 한국도시연구소, 2013년, 83면 이하 참조.

63) 허명국, 앞의 논문(주 58), 378면.

64) 조성민, 앞의 논문(주 12), 11면.

65) 이상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민사법학 제73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12, 64면; 이 견해에서는 현행법이 임대차계약 갱신시 차임의 증

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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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상가건물

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포함시켰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

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을 때 손해배상 해야 하는 범주에도 ‘임

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이러한 장소(바닥)권리금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는, “임차인들의 노력과 비용으

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장소적 이점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입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임대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역세권 형성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장소적 이점 증가의 경우 임대인은 차임에 이를 반영하므로

권리금으로 형성된 위치적 이점에 따른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귀속

하는 것이 타당하다.”66)고 밝히고 있다.

(2) 영업시설·비품: 시설권리금

임대차 목적물의 개축이나 개수비용, 내부에 설치한 진열장, 냉

난방설비, 전기·전자제품, 전화, 텔렉스 등의 통신시설, 수도, 가스

등의 생활편의시설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로써 수수되는 보상적 또

는 매매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금을 말한다.67)68) 이러한 시설권리금

은 영업양도계약, 임차권양도계약, 전대차계약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도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권리금에 포함시켜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가격은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정한다. 영

66) 법무부 보도자료, 앞의 보도자료(주 29), 12면.

67) 임윤수·권영수, 앞의 논문(주 15), 194면.

68) 청주지방법원 1993. 9. 17. 선고 92가단11084 판결에서는, 갑·을·병 3인이 공동출자하

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

수한 이래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갑이 을·병에 대하

여 권리금 중 자신의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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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업종이면 감가상각을 짧게 하

지만 일반적으로 시설권리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3년이라고 보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 시설물을 통하여 충분한 사용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시설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도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다.69)

시설권리금은 전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후에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만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시설을 설치한 후에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권리

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70)

시설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신임차인이 새로운 영업설비를

설치하고 각종 새로운 비품 및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설비 및 비품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

고 영업점포 준비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71)

(3)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영업권리금

69) 김민주, “상가권리금 법제화 및 공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검토”, 아주법학, 제8권 제

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 351면.

70) 김영두·위계찬, 앞의 논문(주 50), 66면, 이충훈·허명국,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

한 현황과 정책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용역보고서, 2009. 12, 51면.

71) 춘천지방법원 1992. 4. 22. 선고 91가단3362 판결; “일반적으로 권리금 중 특정영업을 
위한 내부설비 및 집기 등 시설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성격의 권리금이라 함은, 임차
인이 특정영업을 위해 직접 내부설비 등을 구입 또는 시설하는데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함이 보다 경제적이라고 보여 지는 영업부분에서 통상 수수되
는 것으로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는 것이 사용에 의하여 쉽게 훼손 또는 소모되는 동
산이거나 특정한 영업에만 필요한 특수시설이 대부분인 점과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으로부터 원래의 권리금 이상의 대가를 직접 
받는 점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시설비 명목의 권리금은 임차기간동안 
이러한 설비를 사용함에 대한 ‘사용대가’를 일시에 보상하는 성질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을 예정한 설비 ‘매매’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임
대차가 약정기간의 도래 전에 종료되었다든가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위 권리
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든가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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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확보한 단골고객, 매스컴 등의 이용

으로 얻은 상가의 명성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 신용, 거래처 등에

대한 대가로써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영업권리금이라 한다.72)73)

영업권리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임대시점부터 6개월 또는 2년

까지의 기간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

적으로 1년간 발생하는 평균적인 영업상 순이익을 말한다.74)75) 다

만 영업권리금은 매출상황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워 당사

자 간에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편이다.76) 또한 이와 같은 영

업권리금은 통상 동종업종이나 유사한 업종으로 인수하거나 전환할

경우에 책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상권이 좋은 경우에는 유사성이 떨

어져도 영업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77)

나. 그 밖의 권리금 유형

(1) 허가권 등 권리 및 지위에 관한 상가권리금

72) 김기진, 앞의 논문(주 1), 260면, 배병일, 앞의 논문(주 17), 151면, 임윤수·권영수, 앞

의 논문(주 15), 195면.

73) 박성규, 앞의 논문(주 4), 14면; 외국의 ‘Goodwill', 'keymoney'등은 이 개념과 유사하

다. 

74) 배병일, 앞의 논문(주 17), 151면.

75) 박상태, “권리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2, 49면; 

이에 대해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해당업소의 이익기준을 초과수익 또는 순이익
보다는 영업이익으로 해야 이익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지 않게 하고 정비사업의 경우에 
영업손실보상의 기준과 궤를 같이 하게 되므로 영업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76) 최현태, “상가건물임대차상 권리금계약의 통제”, 한양법학 제23권 제4호, 한양법학회, 

2012, 301면, 오승택·최명순·이춘원, “상가집합건물의 재건축과 권리금에 관한 연구”, 집

합건물법학 제11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209~210면.

77) 김민주, 앞의 논문(주 69), 351면.



- 28 -

행정관청의 법률과 정책적 재량에 의해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인·허가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

적 이익으로서의 인·허가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며 영업하

는 자가 누리는 이익이라고 한다.78) 따라서 임대차 목적 부동산이

그와 같은 인·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그 자체가 권리금의 발생요인이

되기도 하고, 대기업 등의 대리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에도 발생

한다. 이와 같은 허가권리금은 대체로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나79) 허가권리금을 영업권리금에 포함시키는 견해

도 있다.80)

대표적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 도·소매업, 식품위생법상 숙박·안

마시술소·주점 등 유흥관련 영업, 신축이나 증설이 규제되어 영업허

가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여관·호텔·목욕탕·주유소·정비공장·세차장

등, 어업권의 양도81), 위험물저장시설 설치 허가 등 허가권의 양도

나 이용에 더 중점이 두어지는 경우 권리금도 임차나 임대차보증금

보다 훨씬 거액으로 수여되는 경우가 흔하다.82) 또한 이러한 유형

의 권리금은 법률이나 행정적 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불법적인 경우

도 많다고 한다.83)

78) 배병일, 앞의 논문(주 47), 183면.

79) 김영두·위계찬, 앞의 논문(주 50), 65~66면; 임윤수·신승만·이석근, “상가권리금의 거래

행태 분석 및 법제화 방안”, 법학연구 제56권, 한국법학회, 2014. 11, 314면.

80) 배병일, 앞의 논문(주 17), 155면

81) 인천지방법원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사안으로, “이와 관련하여 제7경

진호는 유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당시 근해 유자망 어업에 대한 신규허가는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유자망 허가가 있는 선박을 폐선처리하고 그 대체선

박으로 새로이 어선을 건조한 경우에만 유자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유자망허

가 자체가 별도의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근저당권 목적물인 위 어선

의 소유자가 폐선 상태에 있던 어선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승낙 없이 폐선처

리한 경우, 위 어선이 보유한 어업허가에 대한 권리금 상당액의 일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82) 곽윤직, 앞의 책(주 10), 194면.

83) 정우형, 앞의 논문(주 56),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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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다방영업 허가에 있어서 허가는 행정처분이고, 그 성질

은 새로운 권리의 설정이 아니고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이므로

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금지의 해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받게

되고, 다방영업허가는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점에 비추어 다방영업 허가는 거래의 대상으로

써 재산적 가치가 있음이 인정된다.”84)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러한 권리금은 대부분 양도가 가능한 경우 권리의 취득 대가라고

보며, 양도가 안 되는 경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향유의 대가라

고 본다.85)

통상 영업허가권 양도와 관련된 권리금은 그 허가가 특수성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그 매매대금이 정하여지는 반면

특수성 없는 일반적 영업허가는 허가에 들어가는 실비만을 책정하

여 수수되는 행태를 취한다.86)

(2) 임차권보장 명목으로서의 권리금

임차권보장 명목 권리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키

기로 하는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권리금으

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대가로 지급된다.87) 판례도 “임대

인이 권리금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88)고 표현하여 이러한 유

형의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84)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176 판결.

85) 원상철, 앞의 논문(주 11), 302면, 조성민, 앞의 논문(주 12), 9면.

86) 임윤수·신승만·이석근, 앞의 논문(주 79), 314면.

87) 임윤수·신승만·이석근, 앞의 논문(주 79), 314면.

88)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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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료전불적 성격의 권리금89)

일본에서의 논의를 국내에 차용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입주 첫

달에 건물주에게 1달 분의 선불 월세와 2달 분의 수선증금, 사례금

으로 2달 분 등 모두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고, 중개업자에

게는 수수료로 1달분의 금원을 합하여 모두 6개월의 월세를 한꺼번

에 지불하는 관습이 있는데, 그 중 선불월세와 사례금 등 3개월분을

‘전불적 권리금’이라 한다.”며, “임차보증금이 지나치게 낮으면서 고

액의 권리금이 수수되었다면 그 권리금은 사실상 전불적 성격이 있

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4) 복합적 권리금

실제로 수수되는 권리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형별로 분

류하여 수수되기 보다는 대부분 여러 가지 권리금 등이 혼합되어

복합적인 요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권리금

을 복합적 권리금이라고도 한다.90)

3. 소결

권리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유형도 크

게 장소(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

한 형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

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율하기는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보호하

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면서도 권리금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

89) 배병일, 앞의 논문(주 47), 184~185면.

90) 배병일, 앞의 논문(주 47), 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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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는데 이는 권리금의 유형(내지는 내용요소)이 실질적으로는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권리금의 거래 현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3절 권리금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설문 결과 및 분

석

1. 권리금 유무

가. 권리금 유무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2015. 10. 중순부터 9주간

7대 도시 5개 업종 표본 8000개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16.

5. 3. 발표한 ‘201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결과’에 따

르면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70.3%로 나타났다91). 한편, 서울특별시

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2015. 12. 2. 발표한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92)에 따르면, 임차인을 대상으로

입주 시 권리금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있었다고 한 응

답이 ‘37.7%’, 없었다는 응답이 ‘46.8%’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중앙

9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표본설계를 2015. 9. 완료하여 

2015. 12.까지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5개 업종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자와 감정평가사가 지역방문조사,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

사 면담조사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조사, 발표한 것은 처음

이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조사에 대하여, 7대 도시 100만개 사업체 가운데 표본이 

8000개에 불과한 것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 조사

를 한다고 하면 세금을 매기려는 줄 알고 실제보다 권리금을 줄여 말하거나 실제로는 있

는 권리금을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며(주간경향 1995호, 2016. 10. 14.자 기사)이러한 정

부 조사는 실제와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92) 2015. 6. 17. ~ 2015. 8. 25.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

를 표본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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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2014. 10.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 임차상

인 의견 결과 보고서’에서는 전국 임차상인(건물주 제외) 300개(서

울 120개, 서울 외 180개)를 대상으로 상가 임대 계약 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조사 결과 권리금이 있다는 곳이 29.3%(10곳

중 3곳)정도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 실시한 ‘상가임

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권리금이 있다는 응답이 ‘55.1%’,

없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나. 지역별 권리금 지급여부

지역별 권리금 지급률은, 서울이 60.6%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

이 80.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93), 상대적으로 서울지역 응답

자들은 신축건물 임대, 빌딩 내 사무실 임대 비중 등이 높아서 권리

금 지급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94)

<표1-1> 상가 임대계약 시 지역별 권리금 지급 여부(단위 %)95)

<표1-2> 서울지역 내 권리금 지급 여부(단위 호)96)

93) 국토교통부, ‘1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상가등)임대동향조사 결과’, 2016. 5. 3, 10면, 

중소기업중앙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 임차상인 의견 결과보고서’, 2014. 

10, 25면에서는 ‘서울지역 25.8%, 서울외 지방지역 31.7%로 서울보다 서울외 지방지역

의 권리금 지급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4)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조사결과(주 93), 25면.

95) 국토교통부, 앞의 조사결과(주 93), 10면.

96) 서울시,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한국감정원, 2015. 8, 26

면; ‘권리금무: 실제 권리금이 없다고 조사된 경우, 협조불가: 개인정보 유출우려, 조사거

절 등의 사유로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0.6 78.4 80.4 88.7 82.5 64.0 79.7

구분
권리금

유

권리금

무

협조

불가

자가

사용
공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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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업종별 권리금 지급 여부

업종별 권리금 지급률은, 국토교통부의 2016년 1분기 조사 결과

에 따르면 숙박·음식점 업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58.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가 2015. 12. 발표한

권리금실태조사에서도 숙박·음식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도소매, 예술·스포츠 업종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7) 한편,

중소시업중앙회가 2014. 10.경 조사발표 한 보고서에서는 수퍼마

켓·편의점의 권리금 지급률이 5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음식점·숙박업·제과점이 46.4%, 개인서비스 28.9%등의 순서로 집계

되었고, 도·소매업의 권리금 지급률은 7.3%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

사되기도 하였다.98)

<표 1-3> 상가 임대계약 시 업종별 권리금 지급 여부(단위 %)99)

97) 서울시, 위 조사결과(주 96), 37면.

98) 중소기업중앙회, 앞의 조사결과(주 93), 25면.

99) 국토교통부, 앞의 조사결과(주 93), 10면.

조사된 업종 관련업 예시

도매 및 소매업 문구, 식료품점, 서점, 의류가게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모텔, 고시원, 음식점, 제과점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소, 서적·의류 대여점 등

여가관련서비스업
헬스클럽, 당구장, 노래방, PC방, 

스크린골프장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 미용실, 세탁소, 네일샾, 피부관리실 등

도심 33 23 0 0 1 57

강남 49 126 0 11 17 203

신촌

마포
56 43 3 0 7 109

기타 239 276 42 16 58 631

서울

전체
377 468 45 27 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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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금 지불명목 및 수령이유

(1)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재산에 따른 권리금과 거래

처 신용 등 무형 재산에 따른 권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표본은 조사대상의 70.0%로 나타났고, 유형권리금에 대해서는 인테

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시설을 이유로 권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가

장 많았으며, 테이블 등 비품, 중감재료, 미판매물품 등 재고자산 순

으로 빈도가 높게 나왔다.100) 무형권리금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의

위치를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순으로 나타났다.101)

(2) 그 중에서도 임차인은, 권리금 지불 명목에 대해 ‘점포 위치

에 따른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점포의 시설이나 설비의 대가’라는 응답이 40.5%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업종의 경우 ‘점포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의 대가’라는 응답이 두드러졌고(74.1%), 오락·문화·운동 업종의 경

우 ‘점포의 시설이나 설비의 대가’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

었다(62.9%).102) 이러한 조사에 따르면,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 중

상당부분이 지역적 이점(지역권리금, 바닥권리금, 장소권리금)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100) 국토교통부, 앞의 조사결과(주 93), 13면.

101) 국토교통부, 앞의 조사결과(주 93), 13면.

1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권리금 거래행태 실태조사’, 2015. 6, 54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업

부동산임대

업

여가관련서비

스업

기타개인서비

스업

58.6 89.2 73.7 79.0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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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임차인의 권리금 지불 명목103)

(3) 한편 임대인은 권리금 수령 이유로, ‘공인중개사 권유 때문’

이 52.9%로 나타났고, ‘거래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5.3%로

높게 나타났다.

103) 서울시, 앞의 조사결과(주 96), 41면.

구분

사례

수(

명)

점포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의 대가

점포의 

시설이나 

설비의 

대가

대리점 

운영권, 

판매 

허가권 

등에 대한 

대가

거래처, 

단골고객, 

영업노하우, 

영업상 이익 

등에 대한 

대가

지 

역

서울 610 53.8 36.9 1.1 8.4
인천 222 52.3 41.4 - 6.3
대전 238 58.0 33.6 0.4 8.0
광주 191 34.0 57.6 - 8.4
대구 224 47.8 45.1 0.9 6.3
울산 199 54.3 36.7 1.5 7.5
부산 199 53.3 36.7 1.5 4.0

업 

종

수리·개인서

비스
478 43.5 48.1 0.4 7.9

오락·문화·운

동
197 33.5 62.9 0.5 3.0

교육서비스 13 53.8 7.7 - 38.5
출판·영상·정

보서비스업
98 57.1 37.8 - 5.1

부동산 143 74.1 14.0 0.7 11.2
숙박·음식 388 48.2 43.6 2.1 6.2

소매 523 59.2 32.3 0.6 8.0
제조 27 63.0 37.0 - -

전기·가스·수

도·건설
15 66.7 20.0 6.7 6.7

전체
188

3
51.4 40.5 0.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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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임대인의 권리금 수령 이유104)

3. 권리금 지급형태, 임대인의 권리금 인지정도 및 임대인과 권리

금의 관계에 대한 인식

가. 권리금 지급형태

권리금 수령 경험 유무에 대해 임대인은 25.2%만이 권리금 수령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105)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비율에 비

하여 권리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다는 임대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권리금은 주로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

게 지급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을 지

급한 임차인 중 동종 업종에 대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70.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06)

나. 임대인의 권리금 인지정도

104) 서울시, 앞의 조사결과(주 96), 42면.

1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53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권리금 거래행태 실태조사’결과에서는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

다는 응답이 96%에 달하고 있어 권리금은 대부분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18면; 한편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

원에서 2013년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8.5%가 동종 업종에 

대해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41.5%가 이종 업종에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사례수(명)

건물의 

위치적 

특수성 

때문

거래관행이

기때문에

공인중개사 

권유 때문

잘 

모르겠다

필요+보통 25 8.0 36.0 52.0 4.0
불필요 26 - 34.6 53.8 11.5
전체 51 3.9 35.3 52.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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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현재 임차인과 종전 임차인간 수수한 권리금 액수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고 조금 알고 있다는 답변이 35.1%, 대충(4.0%)

또는 정확히(1.5%) ‘알고 있다’는 응답은 5.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07)

다. 임대인과 권리금의 관계에 대한 인식

(1)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임

대인의 경우 ‘권리금은 임대인과 관계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92.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건물주와 관련이

없다.’는 비율이 55.9%로 나타나 상당수의 임차인 역시 권리금은

임대인과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8)

(2) 중소기업청이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다음 임차인

에게 권리금을 수취할 것이고 건물주와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전체

70.5%로 가장 높았고, ‘건물주에게 임차공간을 넘길 경우에는 건물

주가 권리금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25.2%, ‘다음 임차인

에게 권리금 수취 불가시 건물주로부터 일부 보상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17%, ‘건물주와 임차계약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 기간 불충족시 보상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16.6%로 조사되

었다.

4.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방법 및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

의향

1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22면.

108) 중소기업청, ‘2008년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 2008. 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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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방법

(1) 신규임차임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방법에 대하여, 임차인의

경우 ‘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한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의 요청으로

공인중개사가 주선한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게 나왔다.109)

직접 후임 임차인을 구한다는 임대인 중에는, 권리금 수령 경험이

있는 임대인 집단이(37.3%) 권리금 수령 경험이 없는 임대인 집단

(2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직접 후임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에 비해 스스로 권리금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형태 비교(임차인-임대

인)110)

(2) 업종별로는 오락·문화·운동 업종에서 전 임차인이 신규임차

인을 주선하는 행태(67.5%)가,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및 부동산

업종에서는 임차인 요청에 의한 공인중개사 주선의 행태(각각

36.7%, 35.7%)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0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58면.

1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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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의향

현 상가 퇴점 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의

사가 있다고 대답한 임차인은 98.0%로 대다수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향후 수령할 의사를 나타냈다.111) 또한 점포 퇴점 시 권리금의

100%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37.8%, 100%를 상회하는

금액의 회수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24.5%로 나타나 임차인들은 자신

이 지급한 권리금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그 이상을 회수할 것을 기

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2)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자도 사업

장 양도 시 68.8%가 향후 권리금을 받겠다고 답변하기도 하였

다.113)

5. 권리금 지급규모

가. 지역별 권리금 지급규모

(1) 지역별 권리금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토교통

부에서 2016. 5. 발표한 결과에서는 서울이 평균 5400만 원 수준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이 2,619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단위면적(㎡)당 수준으로는 서울(106.2만원/㎡), 대구

(61.3만원/㎡), 부산(56.9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울산(32.4만원/

㎡)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보고서, 2014. 9, 107면.

1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63면; 권리금 규모가 작을수록, 최초 

계약 시점이 오래 전일수록, 경기침체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

률이 높게 나타났다.

113) 중소기업청, ‘201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2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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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도시별 평균 권리금 수준114)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5. 10. 조사·발표한 결과에서

는, 평균 권리금 규모는 전국평균은 4,801만원, 서울지역은 평균

6,479만 원 수준으로 위 국토교통부 조사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115)

(3) 서울시에서 2015. 12. 2. 발표한 실태조사결과에서는 서울

전체 평균 상가 권리금은 약 7900만 원 선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보다도 더 높은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풍부한 유동인구, 우수한 접근성, 상권

활성화로 강남 지역의 권리금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강남이 9,875만 원, 뒤를 이어 신촌·마포가 9,272원, 기타

9,241만 원, 도심 5,97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116) 단위면적당(㎡)으

로 살펴보면(1층 기준) 평균 145만 9천 원이며, 강남은 199만 2천

원, 신촌·마포는 166만 1천 원, 기타지역은 137만 1천원, 도심은

89만 4천원이었고,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 9천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117)

114) 국토교통부, 위 조사결과(주 93), 11면.

1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40면.

116) 서울시, 앞의 조사결과(주 96), 25면 이하 참조.

117) 서울시, 앞의 조사결과(주 96), 26면 이하 참조.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평균

(만원)
4,574 5,400 3,913 3,944 4,189 4,851 4,302 2,619

평균면

적(㎡)
103.9 97.6 114.3 100.5 97.6 123.2 106.5 113.4

㎡당평

균만원

/㎡

76.0 106.2 56.9 61.3 54.4 52.2 54.4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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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상가 거래매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자영업

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118)은 2015. 12. 자사DB에 실제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점포 1만4090개(평균면적 128,92㎡)를 조사한 결과

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앞서 소개한 조사결과보다 훨씬 더 높은 권

리금이 책정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점포라인에서

는 2015년도 권리금이 전년대비 23.96%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

음에도 평균 권리금이 9165만 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

울지역은 9182만 원(전년도 1억 2072만 원에서 23.94%하락), 인천

이 9755만 원(전년도 1억 2470만 원에서 21.77%하락), 경기도 소

재 8981만 원(전년도 1억 1901만 원에서 24.54%로 가장 많이 하

락함)으로 집계되었다.119)

나. 업종별 권리금 지급규모

(1) 업종별 권리금 규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2016. 5. 발

표한 결과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이 권리금 5,53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906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표 3-2> 업종별 권리금 평균 수준120)

118) 점포라인(http://www.jumpoline.com/_info/news_view.asp?news_tcode=7&news_idx

=8398&TopMenuName1Set=, 최종방문일 2016. 12. 27.) 참고.

119) 점포라인, 창업뉴스 ‘(단독) 올해 수도권 점포 평균 권리금, 1억 원 밑돌아..역대최저’, 

2015. 12. 31.기사; 권리금은 물론 보증금과 월세도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수도권 점포의 

평균 보증금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4563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국

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활성화되었던 점포 시장에 후폭풍이 불었고, 이 

때문에 자영업 체감경기는 국제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냉랭한 상황이라며 향후 상가임대

차 시장에도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20) 국토교통부, 앞의 조사결과(주 9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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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면, 서울시가 2015. 12.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소

매업’이 평균 9,846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9,202만 원, ‘예술 및 스포츠’, ‘여가업종’이 5000만 원 순으로 업종

별 권리금 편차를 보였다.121)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15. 10. 조사·발표한 결과에서

는, 오락·문화·운동 업체의 평균 권리금이 8,991만 원으로 가장 높

게 조사되었고, 그 뒤를 이어 숙박·음식점업이 7,594만 원, 교육·정

보서비스업이 3,846만 원으로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고,122) 중소

기업중앙회에서 2014. 10.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슈퍼마켓·편

의점의 권리금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이 9358만 원, 수리업이 8015만 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점포라인에서는, 2015년 대다수 업종에서 권리금이 떨

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매물이 급증한 떡볶이·튀김 전문점이 지

난해 평균 권리금 1억 3090만 원에서 올해 6272만 원으로 52.09%

하락하였고, 의류판매점도 매물이 증가해 지난해 평균 권리금 1억

3672만 원에서 6587만 원으로 51.82% 하락하였으며, 패스트푸드

121) 서울시, 앞의 조사결과(주 96), 67면 이하 참고; 조사된 표본 중 업종별로는 숙박·음식

점이 가장 많았는데, 평균 권리금액수는 도·소매업이 다소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조사되

었다.

1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40면.

구분 전체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개인

서비스업

평균(만

원)
4,574 4,337 5,531 3,434 5,483 2,906

평균면적

(㎡)
103.9 78.7 125.7 49.0 251.0 94.0

㎡당평균

(만원/㎡)
76.0 97.2 65.3 91.6 30.7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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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점 권리금도 2억 9053만 원에서 1억 5631만 원으로 46.2% 하

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29개 업종 중 키즈카페, 카페, 당

구장, PC방, 피부미용실의 5개 업종만 2015년도 권리금이 오른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이었던 키즈카페의 경우

지난해 8819만 원에서 올해 1억 912만 원으로 23.73%의 권리금

상승률을 보였다.

다. 분석

상가권리금의 현황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국토교통부의 가장 최

근 결과만 보더라도 조사 대상 상가의 9.1%가 1억 원이 넘는 권리

금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2억 원을 넘는 점포도 2.6%로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실거래 점포거래소는 2015년이 역

대 두 번째로 평균 권리금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결과

가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보다도 평균 권리금이 높게 나타났다. 정

부의 설문조사에서는 세금문제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하는 특

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권리금은 국토교통부 등의 조사결과보다 상

회하는 수준일 것이므로 상당히 거액임을 알 수 있다.123)

6. 권리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판단기준

(1) 권리금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임차인은 전

임차인과 합의하여 판단한다는 응답이 52.4%, 주변시세를 파악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이 32.4%로 높게 조사되었고, 권리금의 규모가 클

123) 주간경향, ‘[포커스]권리금 양성화하면 ’거품‘빠질까’, 2016. 10. 4.자 1195호 기사;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등 임차상인들은 2015년 4월 회원 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서울지역 맘상모 회원들의 평균 권리금은 약 1억 5300만 원이

었고, 서울 강남구의 한 화장품 가게 주인은 자신의 권리금이 4억 원이라고 답하였으며, 

홍익대 앞 식당 주인은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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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최초 계약년도가 최근일수록 주변 시세보다는 전 임차임과 합

의로 권리금 수준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있다.124)

<표 4> 권리금 규모 판단 기준_임차인125)

(2) 임대인의 경우에는, 권리금의 수준을 임대인 스스로 결정하

여 통보하는 경우가 39.2%로 가장 높았고,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25.5%로 높게 조사되었다.126)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권리금계약에서의 권리금 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

1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57면.

1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57면.

1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58면.

구분
사례수(

명)

전임차인

의 

요구대로

전 

임차인과 

합의하여

주변시세

를 

파악하여

공인중개

사 제시 

금액 

기준 

협의

권

리

금

규

모

1500만 원 미만 519 10.4 43.4 42.4 3.9
1500만~2500만

미만
319 11.6 55.5 29.2 3.8

2500만~5000만

미만
394 14.5 54.6 26.6 4.3

5000만~7500만

미만
302 11.9 57.0 28.1 3.0

7500만~1억 원

미만
88 3.4 69.3 21.6 5.7

1억 원 이상 261 6.5 52.1 34.1 7.3

최

초

계

약

1990년 이전 76 9.2 43.4 47.4 -
1990년~2000년

이전
152 17.8 42.8 38.8 0.7

2001년~2010년

이전
623 10.6 48.5 36.9 4.0

2010년~2012년

이전
472 9.5 54.2 29.4 6.8

2013년~2015년 560 10.5 58.9 26.3 4.3

전체 1,883 10.8 52.4 32.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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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권리금계약서 작성여부

(1) 국토교통부의 2016. 5.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권리금 거

래 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불과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도시별 계약서 작성 비율(단위: %)1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5. 6.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더라

도, 권리금 수령 관련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상 명기하는 경우는 전

체 35.3% 수준으로 위 국토교통부의 조사보다는 많지만 상당히 적

은 비율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2) 한편, 중소기업청의 2013년 상가임대차실태 조사에 따르면,

권리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에 임차인들 중 68.9%가 찬성의견을

내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8)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15. 6. 결과에 따르면 임대

인은 76.8%가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을 명기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129)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에서는 표준권리금계약서의

127) 국토교통부, 앞의 조사결과(주 93) 12면.

128) 중소기업청, 앞의 조사결과(주 113), 통계 DB조회; (http://www.smba.go.kr 참고)

1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02), 91면.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0.9 9.7 7.2 27.2 9.1 4.6 10.6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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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을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국토교통

부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일반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고 권장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권리금 수수 사실과 그 금액 및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면, 차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그 권리금에 관한 변동사항

을 확인하여 적정한 권리금을 산정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권

리금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반드시 임대인에게 부정적인 것으

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8. 소결

앞서 권리금에 관한 여러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실적으로 대

다수의 임차인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

이다. 권리금의 지급형태를 보면, 많은 경우 권리금은 주로 신규임

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지급하였던 권리금 혹은 투자

금130)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보이면서도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관련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권리금을 지불·수령하는 명목과 관련된 통계자료

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임차인

들은 권리금을 지급·수령하는 명목에 대해 51.4%가 ‘점포 위치에

130)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임차인들도 신규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답변도 무려 68.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러한 임차인들은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없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 47 -

따른 장소적 이익의 대가(장소권리금 또는 바닥권리금)’때문이라고

답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제2절 2. 권리금 유형 부분에서 언급하였

듯이 장소(바닥)권리금은 입지적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향유해야 한다는 견해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들은 모두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어느 개인의 소유로 이어져서는 안 되

고 공동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 등 비판

적 견해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임

차인들은 ‘점포의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의 대가(장소권리금 또는

바닥권리금)’ 역시 임차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점포의 위치는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장소적 이점이 증가되

는 것은 상인들의 공동 노력과 비용에 의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통계에서 확인되는 임차인들의 인식은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상관

행과 상당수 임차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정의 조항에서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의 대가’를

권리금 내용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모두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과 상관행에 따라 제4장에서 자세히 후

술하는 바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보호는 규

정을 도입하면서도 임대인들에게 직접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지급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때 임대인이 최소한 이를 방해

하지 않도록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독특한 형태로 규정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이기는 해도 종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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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결국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을 회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에게 직접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

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그런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행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임차인

은 56.1%가 ‘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한다.’고 응

답한 반면, 임대인은 54.0%가 ‘임대인의 요청으로 공인중개사가 주

선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계자료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해

본다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주선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한다면 임대인의 기존 관행에 따른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권리금의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에 대한 통계자료

를 보면 권리금 지급규모가 클수록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들

상호간 지급되는 권리금의 규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권리금 계약 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

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작성을 의무

화하고 이를 신고·공시하도록 한다면, 차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가 권리금에 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주변 상가들의 권리금을 참

고할 수 있어 적정한 권리금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대인도 권리금액을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고, 임대인의 손

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권리금 현황 등 상관행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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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만으로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

나 제4장에서 후술하겠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

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계약체

결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그와 같이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4절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

1.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 보호 및 임대인의 부당이득 방

지

(1)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

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영업적 가치가 형성되고 임차인들은 그 영

업적 가치를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왔다. 하지만 임대인이

높은 영업 가치를 가진 임차인의 영업공간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

자마자 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동종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무리

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임차인

이 이룩한 영업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31)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 또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대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임대차계약을

131) 영국의 1927년 임대차법은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개량하거나 점포에 영업권이 부착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임대인이 이익을 얻었으면 그러한 이익을 임차인에게 보상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김영두·박수곤,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 관련 선진입법례(영국, 프랑스) 및 

운용사례 연구”, 20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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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것인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아무런

보상 없이 임차인이 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

권132)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

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이후 발생하였을 기대이익을 임차인에게 보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

대차기간 종료 후에는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자이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기대이익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과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133)

그러나 기본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서 제한

132) 황흥택, “상가권리금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 

99~120면 참고;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5헌바36 결정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영업상의 이익은 헌법상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볼 때 재산

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사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둘째, 임차인은 영업양도 등과 같은 계약을 통해 자신이 영업할 권리

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한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처분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는 간접적인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영업권의 양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영업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이전이 수반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차권의 이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임대인의 이익을 해

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재산권과 임대인의 소유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임차권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함으로써 임차권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야지 그것을 재산권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거나 또는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

적 가치있는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133) 윤철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한국

비교사법학회, 2002. 4, 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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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므로 다른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만료 후의 기대이익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134) 그 중 가장 중요한 논거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법이 보호하는 최대한의 임대차기간인 5년이 현실상 임차

인의 의사결정 당시 기초가 되는 기대 임대차가능기간에 현저히 미

치지 못한다는 점이다.13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더 보장해주거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의 영업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이 필

요하다. 그런데 그 후자의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권리금 보호에 해

당한다고 하겠다.

(3) 임차인의 영업 가치에 대한 재산권과 임대인의 소유권·계약

체결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당사자의 권리를 공평의 원칙

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율하면서도 임대

인의 재산권 내지 계약체결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계를 설정하였다.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력 불균형 해소

민법 제643조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임대차에서도 임

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력의 구조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136) 즉, 민법 제643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

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

134) 이상용, 앞의 논문(주 65), 65면.

135) 이상용, 앞의 논문(주 65), 65면.

136) 김영두,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7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3, 6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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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물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

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137) 임차인의 입장에

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임대인

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요

구가 부당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이러한 부당

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민법 제643조의 취지라는 것이

다.138)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이라는 장소를 기

반으로 영업을 형성하게 되는데, 건물이 토지의 임차권이 없으면 존

속할 수 없듯이,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는 상가건

물이 없으면 영업을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비슷하다.

즉,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차인이 확보한 단골고객은 그 상가건물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 상인이 임대차종료로 인해 임차

건물로부터 퇴거해야만 한다면, 임차인은 단골고객을 잃게 될 확률

이 클 뿐만 아니라 임차건물을 영업에 적합한 상태로 든 비용을 상

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영업장

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원치 않는 수가 많고, 그 결과 임대인은

같은 건물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차임

보다 훨씬 높은 수의 차임을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

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존속하는 영업을 매개로 일정한

이익을 얻어내는 것을 협상력의 불균형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임

차인은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

137)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35면.

138)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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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정, 월세산정에 있어서 고율의 이자율 적용,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139) 따라서 임차인의 교섭지위를 규범적

으로 강화시킴으로서 실질적 계약자유 내지 사적자치 실현의 전제

조건을 확보하여 공정한 계약의 형성 및 법적 정의의 실현을 담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권리금 보호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다.

2. 법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검토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주로

미시적인 시설권리금 측면을 위주로 고찰되었다. 먼저, 권리금은 임

차인의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140) 통상 상

가에서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영업기간

이 길어질수록 투자수익이 증가한다. 고객유치 활동, 높은 인지도

및 평판의 대가인 권리금 수수가 인정되면 임차인은 장기적 시각에

서 투자를 할 유인을 가진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의 장기투자에서

임대료 증가와 건물의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수수를 허용 혹은 묵인한다는 것이다.141) 결과적으로

139) 권영수,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권리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9

집, 한국법학회, 2010. 8, 27면, 김재완,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보상”, 민주법학 제46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7, 101면.

140) 김강수, “권리금의 경제적 의미”, 법과 경제학, 김정호 편, 한국경제연구원, 1997, 245

면 이하.

141) 김정욱,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한국개발연구원, 2010. 5, 9면; “예를 들어 

V(x, y)를 자산의 가치라고 한다면, x는 임차인의 투자, y는 임대인의 투자이며, V는 각 

투자에 대한 증가함수로 가정할 경우, 자산의 총 가치 V는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획득

할 수 있는 가치 T(x, y)와 임대차 기간 이후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잔여가치 R(x, y)의 

합을 구성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투자는 V(x, y)-x-y를 극대화하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즉, 사회적 최적투자 수준 x*, y*는, argV(x,y)-x-y로 구할 수 있다

고 한다. 한편, r을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라고 하면, 임차인의 순수익은 

T(x,y)-x-r이 되며, 임차인은 이를 극대화하는 수준의 x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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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기존 법경제학적 연구는 효율적 투자관점에서 임차

인 간의 권리금 거래를 허용하고, 제도적으로 일부 이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142)

제3장 권리금 법제화 이전 논의의 검토

제1절 서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법제화하기 이전에도 기존

제도와 법리를 통해 권리금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한계

가 분명하였다. 그러나 기존 제도나 법리를 통한 권리금 보전의 한

계점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권리금 보호조항이 입법을 통해 해결하

고자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권

리금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할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임대차 기간보장, 임대차양도·전대차를 통

한 권리금 보전의 한계와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임차인 보호의 측

면에서 비교법적으로 독특한 형태로 규정된 현행 권리금 보호 조항

의 취지와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에 대

해 검토하기에 앞서 권리금 법제화 이전 논의를 선행적으로 살펴보

대인이 보유하게 되는 순수익은 R(x,y)-y+r이며 임대인은 이를 극대화하는 수준의 y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즉, 임대차계약 하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선택하는 투자 수준 x**, 

y**는 각각, argT(x,y)-x-r, argR(x, y)-y+r로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여

기에서 V(x, y)=T(x, y)+R(x, y)임을 고려한다면, x*>x**, y*>y**가 도출됨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즉, 시설비 명목의 권리금은 이 경우 임차인의 과소투자를 방지하고 사회

적 최적 투자 수준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42) 박성규, 앞의 논문(주 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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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제2절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한계

1. 서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물적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 목적물을

보존·수선·개량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 임차인은 퇴거 시 민법

상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적 재산의 가

치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인이 민법상의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통하여 시설권리금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법 당시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강행규

정화하여 (시설)권리금을 보전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143)

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한계

가. 필요비상환청구권

(1) 의의 및 요건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급

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비상황청구권의 요건은 ①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143)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상가 등 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2001. 3.) 제13조와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상가등 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2001. 6.) 제3조가 그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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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② 임차인의 지출에 의하여 임대인이 출연을 면할 것144)이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필요

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보상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때 무엇을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필요비로 볼 것인지에 대

해 학설이 대립하는데, 단지 목적물의 원상을 유지하거나 목적물 자

체의 원상을 회복하는 비용에 한정하여 보는 견해145)와 원상유지

내지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예컨대 지붕의 기

와를 갈아 잇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146)로

나뉜다.

(2) 권리금 보전의 한계

현행 민법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필요비상환청구권으로 시설권

리금을 보전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판례는 다방을 경영하기 위하

여 임대인의 승낙 아래 실내 장치를 시설하는데 든 비용147), 음식점

경영을 위한 시설의 수선 및 설치비용148), 간판설치비149)를 모두

필요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임차인이 임차목적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 등은 필요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150)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투자한 시설권리금은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볼

144) 곽윤직, 주석민법 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0, 429면.

145) 필요비를 민법 제203조 제1항의 필요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견해.

146) 곽윤직, 앞의 책(주 144), 428면.

147)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923 판결.

148)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 판결.

14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판결.

15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851,1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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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필요비’ 개념 자체에 포섭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구나 거래관행상 임대인과의 사이에 원상회복특약이 있는 경

우가 대다수인데,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므로 원상회복특약은

비용상환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으로 이해되어 거래관행상 비용상

환청구권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다.

나. 유익비상환청구권

(1) 의의 및 요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

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임대인

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관리하

는 경우, 임차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

으나, 임대차 종료 시 이러한 개량의 결과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그대로 반환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향

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개량 등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권자인

임대인이 비용지출자인 임차인에게 그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

을 인정한 것이다.151)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① 임차인이 목적물

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② 그 지출에 의한 개량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그 물건의 소

151) 이성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중앙법학 제4집 제3호(통권 제7호), 중앙법학회, 

2002. 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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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었을 요한다. ③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게 하

는 것이어야 하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

의 지출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승낙을 구할 필요는 없다.

(2) 권리금 보전의 한계

유익비는 임차인의 비용투하로 임대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

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예컨대 가옥의 임차인이 도로의 포장비

용을 지출한 때에도 그것이 가옥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는 유

익비가 될 수 있다고 한다.152) 그런데 판례는 유익비를 임차인이 임

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으로 한정하

고, 점포임차인이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

라는 입장이다.153) 예를 들어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보

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내부, 합판을 이용한 점포장식, 가스, 계

단전기, 페인트 도색 등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

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154)

시설권리금은 주로 특정영업을 위한 내부설비 및 집기 등 시설

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것인데, 시설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내

부인테리어 비용 등은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155) 유익비상환청구권으로도 역시 시설권리

152) 곽윤직, 앞의 책(주 3), 297면.

15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98 판결.

154)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83 판결.

155) 예를 들어 스텐강화 유리출입문, 아치형 통로, 간판, 건물 빈터의 화장실, 외벽장식, 건

물과 건물 사이의 별도의 지붕 및 통로 바닥 타일의 설치비 등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객

관적 가치증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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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보전하기 어렵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원상복구의 특약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

를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보

고 있고156), 그러한 특약이 공서양속 및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므로157)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의무를 기재하면

시설권리금의 성격을 갖는 권리금을 유익비상환청구를 통해 보전하

기 어려운 것이다.

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한계

가. 의의 및 요건

민법 제646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

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특약

으로 이를 배제하기 어렵고,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권리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

설 투자 이익은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회수가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① 임차인

이 그의 임차물건이나 공작물의 사용상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부

속물일 것을 요한다. ②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③ 부속물매

15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15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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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이고, 다만 그 종료원인

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

하지 않는다.158)

나. 부속물의 의의 및 판단기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

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

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

건이라 할 수 없고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

건이라야 할 것이다.159)160) 예컨대 카페영업을 위한 내부시설공

사161), 기존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삼계탕집 경영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보일러, 온돌방, 주방내부, 점포장식, 가스 등

시설162)등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

어 매수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보고 있다.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

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용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변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 지는 것163)으로, 판례는 구체

15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159)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160) 예컨대 카페영업을 위한 내부시설공사(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기

존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삼계탕집 경영이라는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보일

러, 온돌방, 주방내부, 점포장식, 가스 등 시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판

결)등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매수대상이 되는 부속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보고 있다. 

16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162)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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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안에서 ‘서울의 번화가인 시민회관 옆 7층 중 1, 2층 건물부분

으로 주위에는 복합센터 등 여러 개의 음식점 점포가 있고, 계약당

시 건물은 건립된 직후의 건물로서 그 내부에 형광등 몇 개만 설치

되어 있을 뿐 벽과 바닥이 콘크리트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임차인

이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

방시설, 창문, 계단, 전등, 승강대공사를 한 경우 이를 오로지 일식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부속시킨 특수시설로 보아 부속물로 판단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164), ‘임차건물의 등

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전체 중 임차부분뿐 아니라 지하층

의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그 용도가 대중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건물 옆에는 서초갈비라는 음식점이

붙어 있는 경우 임차당시 건물부분이 당초 상하수도, 화장실, 전기

배선 등 기본시설만 되어 있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 후 식당으로 사

용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실내장식, 주방시설, 화

장실, 전기시설, 출입문 기타 각종 시설은 오로지 식당경영이라는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건물의 객관적인 편

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165)

즉, 대법원은 ‘건물의 객관적 용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임

대인의 재산운용계획 등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속물 해당여부

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정 업종을 위한 시설을 임

대인에게 취득시켜도 임대인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임대인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사정’을 그

잣대로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변의 다른 건물에 동일 용

도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거의 아무 시설도 없

163) 대법원 1993. 2. 26. 선고 41627 판결.

164)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50,51 판결.

165)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 62 -

는 건물을 임차하여 특정 용도로 대대적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계약서·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에 건물의 목적과 용도가 명시되

어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를 뒷받침할 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지 여부, 도시

재개발법 등의 규제로 인해 업종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여

부, 집합상가의 경우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 종전 임차인의

영업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 등등을 살펴 구체적으로 부속물 해당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166)

다. 권리금 보전의 한계

시설권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

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부속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임대차 계약 시 임

차인이 영업목적에 대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면 부속

물의 부속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의제할 수 있으므로167) 임차인은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시설비 명목의 권리금

을 회수할 수 있다고168)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공부상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속물

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이 건물

의 구성부분으로 되었는지 여부나 소유권의 귀속유무를 구분하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되므로169) 결국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시설권리금을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66) 이재하·윤기택, “건물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법학논집 제29

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1, 4-2면.

167)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년, 1490면.

168) 황홍택, 앞의 논문(주 132), 160면.

169) 김서기, 앞의 논문(주 9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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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결국 민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만으로 권

리금을 보전하는 것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비용상환

청구권을 편면적 강행규정화하자는 견해170)가 있기도 하였으나,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판례의 기준에 따를 때 상가임차인이 자

신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등을 필요비와 유익비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려워 그것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부속물을 무형적 이익까지 확대해석하자는 견

해171)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 제646조 제1항은 임차인이

그의 비용으로 임차물에 ‘물건’을 부가한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로,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

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형적 이

익까지 부속물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임차인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영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임대

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감가상각 등에 따라 경

제적 가치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보

상 없이 퇴거하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임차인

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설사 임대인이나

170) 김남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인권과 정의 제288호, 대한변호사협

회, 2001, 17면.

171) 오호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지 제10권 제1호, 한국지적정보학회, 2008, 17면, 이에 대하여 무형의 이익까지 확대하

는 것은 악의의 임대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김만웅, “권리금 

통제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토지법학 제20권, 한국토지법학회, 2004,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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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영위하던 업종과 전혀 다른 형태의 영

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거나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어서 임차

인이 설치한 시설 등을 폐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 등이 경제적 현존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임차인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으로 영국은 1927년 임대차법에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

기 위하여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시설물 개량에 대한 보상

(compensation for improvement)'를 인정하고 있다.172) 즉, 임차인

이 사전에 임대인에게 시설투자에 대한 제안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반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법원에

적절한 개량이었는지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가치의 증가가

남아 있고,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임대인의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

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의 개량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173) 이러한 법제는 임대인의 소

유권 행사와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권리(시설투자이익)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이라고 하겠다.

민법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영국의 법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 상당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하도록 할 수도 있겠으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시설투자이익(영업시설, 비품 등)에 대해 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72)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여 자주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Susan Bright, "The Limit 

of Contractual Freedom in English commercial leases" 「Baux commerciaux, Quel 

modele pour l'Europe?」(ed. by Francoise Auque), Larcier(2009), p27, 김영두·박수

곤,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 관련 선진입법례(영국, 프랑스) 및 운용사례 연구”, 법무부

(2014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4. 12, 71면 재인용.

173) 김영두·박수곤, 앞의 논문(주 172),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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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임대차 기간보장을 통한 권리금 보전

1. 서론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고액의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 등 막대

한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투자비용 회수 기회를 부여하

기 위해서는 충분한 존속기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5년의 임대차기간

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상 임차인이 5년만 영업을 할

계획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다거나 5년 내에 모든 투자비용을 회수

할 계획 하에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174) 권리

금에 관한 주요 분쟁 통계자료에 따르면175)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

의 원인에 대하여, ‘임대인이 같은 업종을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영

업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33.8%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무리한 차임인상을 요구

하면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31.3%로 그 뒤를 이어, 권리금분

쟁은 임대기간보장과 관련된 경우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은 임차권의 존속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평가되

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적용된 하급심 판례에서는 대부

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 권리

금 회수기회 보장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어176)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간만

174) 김남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0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17면;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
17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12, 124~125면.

1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11), 108면.

176) 제4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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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존속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정적으로 해석될 여지

가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취지 및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 임대차기간보장을 통한 권리금 보전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

기로 한다.

2. 민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대차기간

가.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보장

(1) 민법은 종래 제651조 제1항에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

대차 최장 존속기간을 20년이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

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은 위 조

항에 대하여, “제정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20년이 넘

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 사적자치에 의한 자율적인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되게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6. 1. 6. 임대차의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민법규정은 삭제되었다.177)

(2) 반면 민법은 명시적으로 임대차기간의 최단존속기간을 보장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최단 6개월의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증금증액을 위한 단기임대차가 성행하고 임차인이 목적건물

177) 법률 제13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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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178)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단존속기간보장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단존속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최단존속기간을 1년만 보장하고 있

다.179)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시설비투자 등의 투하 자본을 회수하

는데 1년은 충분하지 못하고, 영업활동의 지속성·계속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단기간과 동일하게 2년

혹은 3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80) 그에 반하여 급

격한 경기변화나 사업부진 등이 있을 경우 1년 동안 임대차기간을

강제하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정이 생

기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최단존속기간은 1년 이하로 정

해야 한다는 견해181),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보증금 등의

폭등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단기간보장 규정 자체를 없애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견해182) 등이 대립하고 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는, 임차인에게

178) 고형석,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160면.

1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적용되

지 않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180) 김선이,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재검토”, 민사법학 제2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2, 486면, 김형수, “상가건물의 임대차보호제도”, 토지법학 제19호, 한국토지법학회, 

2003, 254면, 소재선, “제정 상가건물임차인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문제점과 과제”, 부

동산법학 제7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3, 151면, 어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

례와 그 문제점”, 법학논집 제19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80면이 있다. 

181) 원상철·권영모,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문제”, 경영교육연구 제44권, 한국경영교육학

회, 2006, 239면, 이영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적정보

학회지 제5권, 한국지적정보학회, 2003. 12, 107면.

182) 최진구,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집 제25권, 단국대 법학연구

소, 2001,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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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주어 최단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유효

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서 최단존속기간 1년을 보장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적절한 차임조정을 위하여 최단존속기간은 1년으로

두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묵시의 갱신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

신요구권을 규정하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인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계약의 갱신은 임차인에게 일정 존속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임

차인이 갱신기간 동안 안심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상가임대차에서 주요한 문제로 꼽

히고 있는 권리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의 국회 회의록을 보면, 계약갱

신요구권 및 거절사유에 관한 조항을 ‘권리금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탁견’183)이라 칭하며, 그 조항을 둔 취지에 대해, ‘상가임차

인의 영업권 보호와 계약갱신기간을 5년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183)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참고, 

최종방문일 2016. 12. 27.) 국회회의록 제16대국회 제22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01년 8월 28일) 회의록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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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고 있다. 또한 권리

금에 관한 규정 자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호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84)

판례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

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

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

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

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다.”185)고 판시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3. 8. 1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를 환산보증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로

확장186)시킴으로써 ‘영업기간 보장’을 통해 권리금 문제 등을 해결

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영업존속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면이 있었다.

(2) 계약갱신요구의 시기 및 철회

184) 국회회의록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참고, 

최종방문일 2016. 12. 27.) 국회회의록 제16대국회 제220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01년 4월 23일) 회의록 13면.

185) 부산지방법원 2005. 10. 24. 선고 2005가단40293 판결.

186) 다만 당시 환산보증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

리도 있었다; 국회회의록, 19대 313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68면; 당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문광섭 전문위원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모든 임대차로 확대하는 것은 상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취지는 모두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임차

인이 국가, 대기업, 사해행위·유흥주점 등 영업자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가임

대차에 법을 적용하려는 내용은 당초 보증금을 기준으로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사적자치나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 문제, 업종별 제한으로 인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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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관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갱신요구는 위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민법 제111조). 그러므로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6개월 전에 도달하거나 1개월 미만 전에 도달하면 무효이

고, 행사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갱신요구권은 불행사로 소멸

한다. 갱신요구시기에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 임차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을 위해 계약갱

신요구권의 존재라는 상황이 초래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

고자 하는 것에 있다.187) 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188)

(3) 계약갱신요구권의 잠탈

실제 상거래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종료 시 건물인도를 쉽게 하

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거나 그

러한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189)190) 이

경우 제소 전 화해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것

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

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상가건물임대차보

187) 이은희,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민사법학 제2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4. 9, 129면.

188) 이은희, 앞의 논문(주 187), 129면.

189) 헤럴드경제, ‘상가권리금 법제화 그 후…임대료 올리고, 계약조건 까다로워지고…’, 

2015. 6. 23. 기사

190)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법원행정처, 2005, 449면; 특히 현재 실무상으로, 건물임대

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그 계약

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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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 제15조), 강행법규 위반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함이 타

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배

제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고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191) 따라서 편면적 강행법규 위반의 내용

이라도 준재심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소 전 화해는 일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

립시키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

서양속에 위반되는 경우192)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청구취지의 정

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면 화해신청을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

므로193), 그러한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임

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곧 그 효과가

19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87. 10. 13. 선

고 87다카2275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192) 예를 들어, 1회 차임연체만으로 임차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 

청구원인 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절차에 관한 내용 없이 바로 그 본

등기를 구하는 조항 등

193) 법원실무제요, 앞의 책(주 190), 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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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194)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다만 차

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의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제10조의2, 제11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임

대차 존속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계약갱신요구권

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1

년이 아니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이 된다.195)

라.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일

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곧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의 각 사유, 즉 ‘1.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

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

194) 임윤수·이창기·민선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법학연구 제48집(2012. 11), 한국법학회, 

2012, 220면;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한다.’

195) 대구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가단56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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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

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

획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

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2) 위 사유 중 1호나 2호, 4호, 5호, 8호 전단은 임차인에게 신

뢰관계 파괴의 잘못이 있는 경우이고, 3호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므로 임차인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6호, 7호, 8호 후단은 임대인의 사정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아무런 잘못 없이 임차권을 단념

해야 하는 결과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96)

(3) 또한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문의 ‘정당한 사

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

제된다.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열거함으로써 이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

도록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풀이하여 이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197)가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196) 이은희, 앞의 논문(주 187), 137면.

197) 박해식·박정삼·이경희,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소송, 법률정보센터, 2004,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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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

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예시규정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198)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서 제8호에

서 ‘그 밖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는 포괄적·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바199) 단서규정을 예시적 규정

으로 볼 것인지, 열거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측면을 보완하고

유연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위하여200) 갱신요구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존속

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98)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5885 판결(원심 대구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지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의 갱신요구만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

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만 가능한 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

해’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

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면서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단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99) 원래 송영길의원안은 ‘기타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가, 이종걸

의원안은 ‘그 밖의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은희, 앞의 논문(주 268), 134면 주석 53). 

200) 국회회의록, 16대 220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13면; ‘기타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일반조항을 넣게 된 것과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재판상이혼원인)에 

일반조항을 삽입한 것을 참조하여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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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

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

정하여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요

건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묵

시의 갱신(법정갱신)을 인정하고 있다.201) 다만 그 존속기간은 1년

으로 본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2문). 이때 법정갱신

을 저지하기 위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법문 상 정당한 거절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202)

(2)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기간 5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두 법 조항 상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에는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다고 하여203)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계

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5년의 갱신요구기간이 지난

후에도 총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고 명백히 판시하였다. 법정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최장존속기간

을 5년으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법의 해석상

201)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문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202)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묵시의 갱신을 저지하기 위한 갱신거절

의 통지를 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이은희, 앞의 논문(주 187), 124면.

203)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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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상가임대차의 존속을 보장함으

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해석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204)

3. 보증금과 차임의 통제를 통한 간접적 존속기간의 보장

(1)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당한 차임·보증

금의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임차권의 존속(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가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불공정 사례 조사결

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너무 무리한 증액 요구가 12.3%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러한 점을 반증한다.205)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제11조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하여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

권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나 빈번한 증액으로

인하여 임차권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액할 수 있는

폭을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206)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도

록207) 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2)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제11조를

준용하지 않아서,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

204) 다만 이에 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회정책적 목적, 영세임차인의 보호를 고려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대상판결이 과도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임윤수·이창기·민선찬, 앞의 논문(주 194), 

219면.

205) 중소기업중앙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 임차상인 의견 결과보고서’, 2014. 

10, 15면.

2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20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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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애초에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차임 증액 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존속

기간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환산보증금보다 조금 못 미치는 임대차의 경우 임

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보증금·차임에 대한 증액

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

과하도록 함으로써 차임 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강한 유인

을 갖게 된다208).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실상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보증금액와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증금 및 차임

통제 조항 역시 모든 임대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하다.

4. 외국의 임대차존속기간 보장제도

가. 일본

영업용건물의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최단 기간은 1년이다.209) 일본의 건물임대차는 보통 건물 임대

차와 정기임대차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210) 정기건물임대차는 갱

신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

2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환산보증금에 조금 미달하는 범위의 임

대차에서는, 오히려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변

경이 없더라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져 임대인으로 하여금 차

임 또는 보증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9) 일본민법 제602조, 차지차가법 제29조.

210) 김제완·박현정·이유나· 모승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례와 분쟁해결 방안연구-상가
건물 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조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2. 20,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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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간이 만료되면 확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임대차이다.211) 차

지차가법은 일반 건물 임대차의 경우 법정 갱신 제도를 인정하면서

갱신의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기

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가 만료시점의 6월부터 1년 사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

로 갱신되어 임대차관계가 계속된다.212) 이 때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약을 통지하여 계약을 해소

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갱신거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의 정

당한 사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13) 차지차가법 제

2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필

요로 하는 사정, ② 건물임대차에 관한 종전의 경과, ③ 건물의 이

용 상황 및 건물의 현황, ④ 퇴거비용의 지급이나 대체건물의 제공

등이 고려된다.214)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로

재건축을 주장하는 경우 갱신거절사유의 정당성 심사를 통해 임대

인이 고액의 퇴거료 지급을 조건으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만 정

당성이 인정된다고 봄으로써 임대인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의 영업기회 박탈로 인한 손실 및 투하자본의 회수 기회 박

탈로 인한 손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이익조정을 한다.

나. 영국

211) 김제완·박현정·이유나· 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18~19면; 정기건물임대차의 경우 

서면계약, 기간 규정 있음, 갱신부정조항, 갱신이 없다는 것을 사전 설명할 것을 필요로 

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계약 갱신이 없다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체결된다.

212) 차지차가법 제26조 제1항. 

213) 이상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존속보장과 영업보
상”, 민사법학 제73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12, 74면.

214) 차지차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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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임대차법은 1927년 제정된 후 1954년, 1995년 크게 개

정되었다. 1995년 임대차법의 핵심내용은 임대차계속의 원칙이

다.215)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는 것

이 원칙이며,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로소 임대차가 종료

하게 된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임차권

의 소멸을 통지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권을 요구

하였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새로운 임차

권을 신청할 수 있다.216) ① 임차인의 수선의무위반, ② 차임의 연

체, ③ 임차인의 목적물의 사용이나 그 밖의 의무 위반, ④ 대체점

포의 제공, ⑤ 일부임대차의 경우에 전체 목적물을 임대하려는 경

우, ⑥ 철거나 재건축의 경우, ⑦ 임대인이 스스로 점유하려는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권에 반대한다면 법원은 새로운 임차권을 승

인해서는 안 된다.217) 그러나 ⑤~⑦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1954년 임대

차법에 의해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면서 임대인들은 단기간 점포

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차권이 존속하게 되고 혹시 새

로운 임차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218) 1954년 이후 사적자치가 강조되어,

2003년 명령에서는 확정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는 법원의 승인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배제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

용하였다219). 다만 비록 사적자치가 강조되기는 하나, 여전히 1954

년 임대차법은 점포임차인 보호의 기본법이 되고 있다220).

215)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51면.

216) 1954년 임대차법 제24조 제1항;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51면 재인용.

217)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52면.

218)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53면.

219) 김영두·박수곤, 앞의 논문(주 131), 93면.

220)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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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영업용 건물의 최단임대차기간을 9년으로 정하고

있다.221) 임차인은 3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적어도 6개월 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도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나,

건물의 신축, 기존건물의 개축 또는 증축 내지는 건물의 보수를 위

하여 허가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다.222) 다만 프랑스에서

는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하여 상가임대차법령의 규정을 적용받

지 않게 할 수 있다.223) 하지만 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면 묵시의 갱신과 같이 기간이 연장되어 이 법령이 적용된다.

프랑스에서는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이나, 고

액의 퇴거보상을 하게 함224)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

고 있다.225) 즉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루어지는 보상은 영

업의 시장가치, 철거와 재설치의 비용, 동일한 가치의 영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나 세금을 포함한다.226)

5. 검토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는 방안은 최단임대차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보장하는 방법, 영국의 임대차제도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종

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원에 새로운 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직

221) 프랑스상법 L.145-4.; 이상용, 앞의 논문(주 73), 70면.

222)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70면.

223) 상가임대차법령 제3-2조(1965. 5. 12. L. 제65-356호 제4조); 김제완·박현정·이유나·

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21면.

224) 프랑스 상법 L.145-14;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56면.

225)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21면.

226) 프랑스 상법 L.145-14;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56면; 그래서 퇴거보상을 ‘대체

보상’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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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임차권 존속을 보장하는 방법, 프랑스나 일본(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국 역시)과 같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영업에 대한 보상)하는 방법, 임

차인이 투자한 투하자본(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임대인

의 갱신거절 유인을 차단하여 간접적으로 임차권의 존속을 유도하

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 제정 당시에는 권리금을 직접 규율하기보다 임

대차기간보장을 통해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

다.227)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단존속기간을 1년만 보장하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잠탈 되는 경우도 많

을 뿐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임차권 존속기간 보장으로는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6. 5. 조사발표에 따르면, 임차인이 최초 계약

한 이후 평균적인 영업기간은 6.2년으로 조사되었고228), 서울시의

2015. 12. 조사발표에서는, 도심지역 평균 임대차기간이 6.6년, 서

울시 총 계약기간 평균은 6.1년으로 나타나 평균적인 임대차기간이

법으로 보호되는 5년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권리금 미수령이 가

능한 최소한의 영업기간에 대해 평균적으로 8.6년은 보장되어야 한

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5년은 상대적으로 짧다. 영국은 주기적

임대차의 경우 해지 통지 전에는 영구적으로 임대차 존속이 가능하

227) 2001년 4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권리금을 보호

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계약갱

신청구권을 5년으로 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제16대 국회 제220회 법제사법위원회 회

의록 참고).

228) 국토교통부, ‘16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상가등)임대동향조사 결과’, 2016. 5. 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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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프랑스는 최단임대차기간이 9년이다. 일본에서는 임대인이 일정

한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

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권 내지 사업권의 보호와 장기임대차를 통

한 공익적 목적을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한다. 또 일본의 경우 정당

성심사 당시 보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액의 퇴거료를 지

급하는 경우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양당사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을 법제화하기 이전에

는 5년의 임대차기간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달리 영업보상 규정이

나 간접적인 영업존속을 유도하는 규정마저 두지 않아 실질적으로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였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

절하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

고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킴으로써 임대인이 계

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유인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임차권

의 존속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간접적으로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방법만으

로는 임차인의 영업이익 보호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임대차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임차인의 영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데229), 일정한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

차인이 창출한 영업 가치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퇴거해야 하는

것은 영업도 하나의 재산권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영업보상을 하여 주거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방

229)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2), 666~667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객이 늘어나거나 명성

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의 가치는 오히려 영업기간이 늘어날수록 상승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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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차인이 영업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구나 임차인의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에

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이라도 임차권양도·전대차 등의 사적처분을

통해 투하자본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므로, 임대차 존

속기간 중 임대차 양도·전대차를 통한 사적처분의 자유를 줄 필요가

생긴다고 하겠다.

제4절 임차권양도 및 전대차를 통한 권리금 보전

1. 서론

임차인은 임차권 양도·전대차를 통해 영업상의 권리를 사적으로

처분함으로써 그 대가로 권리금을 수령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자신이 창출한 영업가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영

업을 위하여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라고 하겠다.230) 그러나 민법의 임차권양도 및 전대차 법리로는 권

리금 보전에 한계가 있다. 그와 같은 한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인지, 해외법제는 임차권양도 및 전대차 제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

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 ‘임대차 존속 중’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

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임차권양도 및 전대차의 의의

(1)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

는 계약으로서 그에 기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230)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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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된다.231) 전대차라 함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

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으로서, 전대차가 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종전 임대차관계는 계속되고 임차인(전대인)과 전차

인 사이에 별도의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2) 임차인은 장기간의 영업을 통해 임대료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려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임차권양도·전대차를 통해 영

업시설, 영업권 등의 영업재산권을 처분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하

는 것이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기타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 안에 권리금 등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생각할 수도 있다.232) 따

라서 임차권의 양도·전대차는 경제적으로 임차물에 투하한 자본을

유통화시켜 화폐형태로 전화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3)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계약갱신요

구권(제10조), 차임등증감청구권(제11조) 및 월차임전환시의 산정률

제한(제12)조를 전대차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의 동의

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

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3조 제2항), 전차

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준용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3. 임차권 양도·전대차의 제한

231) 민선찬, “임차권양도·전대와 임차인지위의 개선방향”, 가천법학 제6권 제3호, 가천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4, 365~390면.

232) 권오승, 앞의 논문(주 174),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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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대인의 동의 요건

(1) 현행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민법 제629조 제1항), 만약

임차인이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29조 제2항). 다만 건물의 소부분을 타

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민

법 제632조).

(2)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 양도계약 또는 전대차계약

은 그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임대인

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며233)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

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게 되나234)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

권의 양도 및 전대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

수인 또는 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는 때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점유가 되어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

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

나. 임차권의 양도·전대차 제한의 연혁 및 취지

(1) 우리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전대할 수 없고, 무단 양도 및 전대차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상관습과 판례에서

는 이와 달리 임차권의 양도·전대차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었다. 즉,

조선고등법원판결은 “전대계약에 의하여 가옥사용의 권리를 얻는

자가 그 가옥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23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23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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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연 그 관계로부터 이탈하고 또는 그 계약을 지속하여 그 가

옥을 전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관습이다.”235)고 판시하

고 있었고, 당시의 「관습 조사 보고서」236)에도 같은 내용의 관습

이 보고되고 있었다.

(2) 그러다 조선고등법원판결은 약간 후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

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하고 또 임차물을 전대하여도

그 행위는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237)고 판시하였고,

이후 대법원판례가 이를 답습하면서 민법 제629조의 문리해석에 충

실하여 무단양도·전대의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하였다.238)

(3) 이와 같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차를 제한

하는 취지에 대하여 판례는, “임대차가 그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목

적으로 하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물건의 사용수익의 허락은 통상

대인신용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임차권

을 양도토록 하여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 제3자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 수익케 함은 임대차의 통상적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임차

권의 양도·전대차에 임대인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여 임대인의 이익

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239)고 한다.

4. 소위 ‘배신행위론’을 통한 해지권의 완화

235) 朝高判 12. 3. 8, 民集 1卷 433면, 판례총람 4-1. 제629조 (1), 655면; 고상용, “임차

권의 무단양도, 전대와 민법 제629조”, 고시계 31(1), 1985. 12, 80면 재인용.

236) 조선총독부, 관습조사보고서(1910년), 243면; 고상용, 앞의 논문(주 235), 80면 재인

용.

237) 朝高判 15. 12. 17, 民集 3卷 351면, 판례총람 4-1 제629조 (2), 655면; 고상용, 앞

의 논문(주 235), 81면 재인용.

238) 고상용, 앞의 논문(주 235), 82면.

239)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0, 카드 4879 판결, 대법원 1959. 9. 29. 선고 

4291민상788, 카드 724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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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설의 비판

(1) 임대차는 인적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으로,

누가 차임을 지급할 것인지, 누가 어떤 용도로 임차물을 사용·수익

할 것인지가 임대인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예

외 없이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임차인

의 이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 학설의 비판이었

다.240)

(2) 권리금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데, 거액의

권리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

대인이 양도나 전대에 동의를 해주는 지 여부에 따라 권리금을 회

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다.241)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용익 방법에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이고, 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차임을 누가 지급하는지에 따른 임대인의 신뢰손실이 아예 발생하

지 않는다.

나. 대법원의 이른바 ‘배신행위이론’에 따른 해지권 제한

(1) 대법원은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에서 처음으로

배신행위론을 간접적으로 설시하였다. “임차인의 변경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

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40) 곽윤직, 채권각론(재전정판), 박영사, 2009, 304면 등; 고상용, 앞의 논문(주 235), 83

면 재인용.

241) 권오승, 앞의 논문(주 174),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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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경락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한 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은 경락인이 주장·입증하여

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다만 위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

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입

증책임문제로 형식적 판단에 그쳤을 뿐, 배신행위론 법리를 직접 적

용하여 당해 사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

다.

(2) 그 직후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에서 전

면적으로 배신행위론을 직접 적용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

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

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

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지시킬 수 있도록 하

고자 함에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

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배신행

위론 법리를 설시하면서,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

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이후 10년간 배신행위론과 관련한 판례가 등장하지 않았다

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에서 재차 정면

으로 도입하였고, 뒤이어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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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배신행위론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2005다64255 판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한 구체적 논거는 다음과 같

았다.

즉, “임대주택법에서는 ‘근무·생업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를 임차권 양도·전대의 허용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대인은 원고와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무

렵인 1997년경 이미 부도가 난 이래 그 임직원들의 소재파악이나

연락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임차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한 채 수년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를 가야 할 사정

이 생겼고, 송림주택건설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점, 이에 원고는 평소 알고 지

내던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의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전

세보증금에 전대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자신이 보관하던 송림주택건

설과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아파트에서 퇴거하

여 진주시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며, 전차인인 소외인은 그 무렵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거주하면서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여 이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원고가 송림주택건설의 동의를 받

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전대한 이후에도 송림주택건설의 소재가 명

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대를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의 사건 전대는 실질적으로 임대인인 송림주택건설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그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 90 -

다. 해지권제한을 통한 임차권 양도·전대차 보호의 필요성 및 한

계

(1) 소위 배신행위론을 통해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법리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설시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242)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사정의 악화로 임차건물의 무단양도·전대

등에 관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여러 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고자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배신행위론이었다.243)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증가률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건축률, 핵가족화현상,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경향으로 인하여 매년 부동산부족문제가 심화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차지법과 같은 승낙대행의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여 오히려

임대인의 개인적 자의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일본보다

훨씬 강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244) 대법원이 임차

인 보호를 위해 배신행위론 이론을 전면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권리금의 주요 분쟁 사유 중, ‘점포를 이전해야 할 때 임대인

242) 김남근, “권리금 회수 보호제도의 법적성격과 개선과제”, 제2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

호사대회 자료집, 2015. 8, 11면.

243) 일본의 하급심판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당해 사안을 양도·전대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② 양도·전대에 대하여 임대인의 묵시의 승낙이 있다고 보는 

경우, ③ 양도·전대의 구체적 사정을 보아 임차인에게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는 해지가 불가하다고 보는 위법성조각사유설, ④ 임대인의 승낙거부 또는 해지권의 행

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아 일반조항에 의하여 해지권을 제한하는 

경우, ⑤ 임차권의 무단양도·전대가 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배신행위론 등 여러 법리 구성을 함으로써 임대인의 해지권

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鈴木祿彌, 借地借家法の硏究Ⅱ, 創文社, 1984, 467頁 以下; 原田

純孝, 賃借權の讓渡․轉貸, 民法講座 5券-契約, 有斐閣, 1985, 335頁 以下; 배병일, “임차

인의 무단전대차와 배신행위론”, 법학연구 Vol 53 No.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면 재인용.

244) 이순영,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무단전대”, 저스티스 13(1), 한국법학원, 1975. 12, 2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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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를 해 주지 않은 경우’가 7.2%로 집계되기

도 하였다.245)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평을 유지하고 권리금 등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대차양도·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배신적 행위인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대차계약의 목적, 목적물의 종류, 양도 및

전대의 범위와 기간, 차임지급의 확보 가능성, 사용 상황의 변화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246)

(3) 다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판결을 비롯하여 하

급심 판결에서도 배신행위론을 적용한 판례는 많지 않다. 또 임차인

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

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판실무에서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무단양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247) 따라서 이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전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5. 외국의 임차권양도·전대차 제도

가. 일본의 임차권 양도·전대차에 대한 신뢰관계파괴의 법리(배신

행위론)

일본에서 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는 일본 민법과 차지차가

법(借地借家法)이 규율하고 있다.248) 건물임대차의 경우 일본 민법

2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111), 108면.

246) 신봉근,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의 신의칙위반법리”,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67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11, 1478면.

247)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10면.

248)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73면; 차지차가법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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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2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임차권의 양도나 전

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

대가 자유롭지 않다.249) 다만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사정의 악화로 임차건물의 무단양도·전대 등에 관한 분쟁이 증가함

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법 제612조

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신뢰관계파괴의 법리(배신행위이론)’이 확립

되었다.250)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임차

물의 사용수익을 시킨 경우에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

한 배신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족하지 않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동조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251)

고 판시하여, 신뢰관계 파기행위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

낙 없이도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나. 미국의 임차권 양도 승낙거절에 대한 정당성 심사제도

영미 보통법의 원리에서는 재산권 양도의 자유가 사적자치의 가

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임대차는 계약의 성질과 함께 재산권 내지

재산적 이익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양도자유의 원칙

이 임차권양도에도 적용된다.252) 다만 상가임대차 실무에서는 상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이를 긍정하면서 각 조문별로 실체에 따

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며, 판례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49)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103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 차지

차가법 제19조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여도 토지 임대인에게 불리한 사

정이 없는 경우 토지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으면 

토지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토지 임대인의 승낙에 갈음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250) 배병일, 앞의 논문(주 243), 227면.

251) 日本 最高裁判所 1953. 9. 25, 最高裁判所 民事判決集 7권 9호 979면; 배병일, 앞의 

논문(주 243), 227면 재인용.  

252) Alvin L. rnold, Jeanne O'Neill, "Real Estate Leasing Practice Manual(Database 

updated October 2014) part Ι. Basic Lease Clauses, Chapter 31. Assignments of 

Leases, and Subleases; Leasehold and Fee Mortgage § 31:1 Assignment and 

subleases-Introduction";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11면.



- 93 -

임차인이 누구인지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동의(approval)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실정

법 및 판례 법리253)를 통하여 그러한 동의를 받도록 임차권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정당성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254) 미국

에서는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를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 and fair dealing)에 근거

하여 ①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자력, ② 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inability to fulfill terms of the lease)이 인정되는 지, ③ 임

대목적물의 사용 용도의 적합성 내지 합법성, ④ 점유의 성격은 어

떠한지 여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255)

다. 영국의 상가임차권 양도제도

영국도 임차권을 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양도, 전대할 수 있다는

보통법의 원리가 성립되어 있으나 임대차 거래의 실무에서는 임대

차계약서에 양도와 전대를 금지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256) 하지만 1927년 임대차법 제19조 제1항은 임대인

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임대점포의 개량, 개발을 정당한 이유 없

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257) 즉,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

253) 윤진수, “미국 계약법상 Good Faith 원칙”,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4호,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3, 64면; Kendall v. Ernest Pestana, Inc, 40 Cal. 3d 

488(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85);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합

리적인 이의가 있을 때에만 거절될 수 있다. Good Faith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

의 동의는 합리적인 이의가 있을 때에만 거절할 수 있다.

254) 김남근, 위 논문(주 242), 11면.

255) Astoria Bedding v. Northside Partnership, 657 N.Y.S. 2d 796(1997); 김제완·박현

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90면 재인용.

256) 김남근, 위 논문(주 242), 13면.

257)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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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임차권 양도 거절

에 대한 정당성 판단제도는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58)

라. 프랑스의 상가임차권 양도제도

프랑스 상법은 제1권 제4편에 영업(fond de commerce)을 규정

하고, 그 중 5장은 상사임대차(bail commercial)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59) 프랑스 상법은 영업을 상인의 재산(bien)으로 본다.260) 그

리고 임차권을 영업을 구성하는 무형요소로 본다.261) 따라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차인의 영업재산의 보호 또는 노동성과의 정당한 귀

속이라는 관점에서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인정된다. 상가임대차 법

령 제35-1조에 따르면 형식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영업권 또는 그

영업 재산 전체를 매수하는 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

는 약정은 무효이다.262) 즉, 단순한 임차권의 양도가 아니라 영업소

유권의 양도가 수반되는 상가임대차의 양도에 대한 금지 약정은 무

효인 것이다.263) 다만 양도의 효력을 임대인의 승낙에 의존하게 하

는 조항을 두어 임차권의 양도를 조건부로 제한하는 조항은 유효하

다고 하고 있다(동법 제35-1조).264) 그러나 판례는 임대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승낙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

258)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13면.

259) 김영두, 앞의 논문(주 136), 655면.

260) Michel Pédamon, 「Droit commercial, -Commercants et fonds de commerce-」, 

2th, Dalloz(2000), 186~195; 김영두, 위 논문(주 136), 655면 재인용.

261) Michel Pédamon, 「Droit commercial, -Commercants et fonds de commerce-」, 

2th, Dalloz(2000), 186~195; 김영두, 위 논문(주 136), 655면 재인용.

262)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111면.

263) 같은 취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상가 임대인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소유권 침해의 대가로 퇴거료 보상을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김영두·박수곤, 앞의 논문(주131), 129면.

264) 권오승, 앞의 논문(주 174),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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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에 따르게 하고 법원

은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265)

6. 소결

현행 민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양도·전대차는 임

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무단 양도·전대차를 이유

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임차권양도·전대차를 통한 권리금

보호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임차권이 계약

의 성질과 함께 재산권 내지 재산적 이익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 판례 법리인 ‘이른바 배신행위론’을 차용하여 임대

차양도·전대차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

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라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되

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등을 지급받아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뒤이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

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

는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처분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존속 기

간 중에도 건강, 이주 등 신변상의 변화로 임차권양도·전대라는 사

적처분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영업이

적자일 경우에는 투자금 손실감수를 위해 더욱 영업처분을 바라는

265) 법무부, 각국의 영업용 임대차 법제, 1996,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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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존속 중이라 하더라도 임차

인이 사적처분을 통해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임대인의 해

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양도·전대차를

통해 권리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장기간으로 체결되

거나 임차권 존속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권양도·

전대차를 하였는데 임차권이 곧바로 소멸되게 된다면 임차권을 양

수하려는 자나 전대차를 하려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

는 존속기간 5년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차권의 양도·전대차를 완화하여 임차인이 영업처분을

통한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역시 충

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

대인이 갱신거절을 할 유인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형태로만 임대차

의 존속을 보장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제1절 서론

권리금을 주고받는 관행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을 야기하였으나, 기존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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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판례만으로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

이었다. 임대인의 계약당사자 지위 남용문제, 임차인의 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 2015. 5. 13.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소 독특한 방식으로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과 권리금이 법제화

된 과정을 검토하고, 이후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

호 규정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관 및 권리금의 법제

화 과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가. 입법배경

(1) 임대차관계는 일반법인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1981. 3.

5. 법률 제3379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상가건물임대

차보호 제정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266) 입법 논의가 활발히 제

기되었던 당시의 현실을 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전후 부동산

시장 경색과 금융위기로 건설회사 및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도사태가

발생하여 이들이 건설·운영 중인 건물을 임차한 영세상인 등의 피해

266) 李銀榮,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법조 제31권 제4호, 법조협회, 

1982. 4, 18면; 영세상인들의 점포용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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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67)

(2) 특히 상가건물을 임차한 영세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각종 시설투자를 하거나 일정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

를 하게 되는데, 임대차 존속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의 연장을 거절할 경우에는 시설투자비를 포기하고 목

적물인 상가를 반환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

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268)

(3) 이에 YMCA 시민중계실에서 1995. 11. 점포임대차 분쟁 실

태와 대책토론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점포임대차 분쟁을 막고 점

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등269) YMCA,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상가건물임

대차법 제정 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 노력으로 이재오 의원

외 국회의원 49인이 1996. 8. 1. 최초 의원입법으로 “점포임대차보

267) 소재선, 상가건물임대차법,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11-12면; ① 거평마트 사건: 

1994년 라이프주택으로부터 거평마트를 인수한 거평그룹은 1995년부터 1998년에 이르

기까지 상가를 담보로 모두 890억 원을 대출받았다. 서울은행과 농협으로부터 각각 150

억 원과 34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거평 계열사인 새한종금으로부터 40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거평유통의 담보

대출 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이다. 거평마트는 금감위와 당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

방식에 따라 지난해 12월 외국자본인 골드만 삭스에 헐값으로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상

가에 입주한 상인들은 100억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과 시설비, 영업권리금 등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② 서울 금천중앙시장 사건: 서울 금

천구 중앙시장에서 건물주가 재래시장의 건물을 현대식 시장으로 재건축한다는 구실로 

임차인들을 영업환경이 나쁜 가건물로 이주시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이로 인

한 경제적 피해를 방치하여 75개 점포가 대략 50여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③ 나산 웰비스포츠센터 사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나산 웰비스포츠센터는 1997년 나산

유통의 부도로 채권관리단이 관리하다가 경매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넘어간 뒤 담보대출

을 해 준 은행과 사채업자들이 경매처분대금을 나눠 갖고 새 건물주는 임차인들의 보증

금반환을 거부한 채 무조건적인 퇴출을 요구한 사건이다.

268) 소재선, 앞의 논문(주 180), 133면.

269) 서울YMCA시민중계실, “점포임대차 분쟁 실태와 대책토론회 보고서”, 신문고 제34회, 

199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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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하여270) 15대 국회 회기동안 4개의 관

련안건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들 법안은 제15대 국회가

끝나는 2000. 5. 29. 제212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어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서민보호의 차

원에서 소형 점포·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남겨 16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평가되었다.271)

나. 제정 당시의 논의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많은 찬반양론이 대립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이해하고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의 기

초가 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당시 이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 측의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다.272)

첫째, 부동산 임차권의 보호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인정하고

있는 사적 소유권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영업용건물을 빌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임대료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대한 건물 소유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임차인보호는 자칫

270) 당시 법안의 제안취지는, “점포용 건물의 임대차는 사적자치에 의하고 있어 상가임차

료의 폭등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이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따라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한

다.”고 밝히고 있다.; 윤철홍, 앞의 논문(주 133), 227면.

271) 국회사무처법제실, “제15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의원발의 법률안의 분석-제16대국

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법률안의 선별을 중심으로-”, 법제현안 제2000-5호

(통권 제101호), 2000. 6, 23면.

272) 유중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졸속제정 반대”, 인권과 정의 제29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1. 7, 2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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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둘째, 과도한 임차권의 보호는 좁게는 부동산임대업, 넓게는 부

동산시장을 위축시켜 임대건물의 공급물량을 줄이는 ‘의도치 않던’

결과를 초래해서 오히려 수요자인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불

안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특별법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전시 또는 전후 등 격변기의 부동산 통제의

필요성, 국가 경제력의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의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 임차권을 강화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임차권 지위강화를 위

한 특례를 규정한 입법례는 많지 않다.

넷째, 상가임대차보호는 입법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찬성론자

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불합리적인 도

시정책 내지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으로 비롯된 것이어서 입법을 통

해 해결한다는 것은 입법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이를 통해서 시장경

제원리의 왜곡과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지위에

관한 불평등은 시장경제적 원인이므로 이러한 시장경제적 불균형에

대처하는 방안은 자유민주주의적 시작인 자율적 조절 기능을 통하

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한다

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제15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가임차인이 반드시

경제적인 약자로 볼 수 없고, 만일 경제적인 약자인 영세상인들만을

대상으로 보호를 한다고 하여도 영세상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로 구성하기에는 많은 곤란이 예상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273)

(2) 이에 대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273) 국회사무처, 18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3호(1996. 12. 13.), 60면(李文載 

발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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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다.274)

첫째,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차관

계 및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대인이 우월적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임차

인은 상당히 열세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임차인의 지위에 따라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강행법규를

마련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275)

둘째, 임차인의 영업권보호가 필요하다. 임차인의 영업권은 생업

의 기초가 되어 최소한의 생존권이나 생활권 보장, 경제생활 안정의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276)

셋째, 사회적 형평성의 회복 차원에서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 헌

법 제23조를 근거로 건물주는 재산권을 보장받는데 반해 영세상인

들은 임대보증금, 권리금 등을 비롯한 영업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

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9

조에 따라 사회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야 한

다는 내용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투자비용 회수 보

장을 위한 영업권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다. 제정과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과 관련한 움직임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1995년까지는 시민단체들에 의한 입법청원의

정도에 불과하였고, 1996년 7월에 이르러 당시 신한국당 이재오의

274) 장세훈, 영세상가임대차보호의 실태와 입법방향, 입법정보 제2호, 2001, 8~9면, 윤기

택, “상가임대차의 문제점과 법률안의 검토”, 재산법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1, 173면.

275) 이종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월간말 115, 1996. 1. 254~257면.

276) 김남근·송태경,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측 상가임대차보호법(안)/시민사회단체 이

자제한법”, 민주법학Vol. 20 No.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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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49인이 가칭 ‘점포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자는 법률안을 국회

에 제출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277) 점포임대차보호법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권리금 중 일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었다.278)

(2) 또한 1996년 11월 9일 천정배 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업무

용건물 임대차보호법(안) 제7조279)에 시설 및 영업권의 가액 반환

이 검토되었으나, 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권리금이란

임대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권리로서 권리금 개념도 명확히 정리 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권리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이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고, 결국 20005년 5월 29일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

다.

(3) 2001년 3월 20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 27인이 상가 등

비주거용건물임대차보호법(안)을, 2001년 4월 13일 민주당 송열길

의원 등 31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2001년 6월 14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14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벌률(안)을,

2001년 6월 25일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등 107인은 상가 등 비주

277) 윤철홍, 앞의 논문(주 133), 73~74면.

278)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참고, 최종

방문일 2016. 12. 30.

279) 점포임대차보호법안 제7조(시설 및 영업권의 가액반환) ① 임대인은 임차인 또는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권리금 기타의 명목으로 시설 및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 종료시 그 지급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

대차 종료 후 2년 이내에 임차건물을 임차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임차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평가한 시설 및 영업권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가액이 제1

항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초과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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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용건물 임대차보호법(안)을 각 발의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정에 대한 치열한 논의 속에서, 16대 국회에 접어들어서는 제정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2001. 8. 28.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상가등임대차법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기까지 4건의 법률안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포함 5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280)

(4) 이후 제225회 정기국회 제8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1.

12. 5.)에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존 법안들을 대신하는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안(대안)을 만들어 제안하였고, 2001. 12. 7.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입법차원으로 의결되어 2001. 12. 29.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법률 제6542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로써 1960. 1. 1.

민법이 시행된 후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다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가임대차법이 탄

생한 것이다.

라. 2001. 12. 29.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6542호)

의 주요 내용

2001년에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과 일정 보증금액을

넘지 않는 상가임대차로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주택임차권과 마찬가

지로 일정 요건 하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규

정하였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 후의 보증금반환보장을 위한 상가임

차권 등기명령제도를 두었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것

280) 박인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한림법학 FORUM 제16권, 한

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11.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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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차인이 5년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그리고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였다.28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당시 여야가 제

출한 법(안)에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본회의 통과 과정

에서 삭제되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권리금의 법제화 과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정 이후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

나, 제8차 개정 이전에는 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된 상

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

차 존속기간을 1년으로 명기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가. 제8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82) 일부 개정 내용 및 한계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한

층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점과 계약갱

신거절사유 중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세분화한 점 및 보증금

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도

록 한 점은 상가임대차의 존속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상가임차인의

투하자본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한 점으로

평가되었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확대한 것은 소액

임차인의 경제생활영역에서 국민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281) 민선찬, 앞의 논문(주 231), 47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

menuId=0&subMenu=2&query=%EC%83%81%EA%B0%80%EA%B1%B4%EB%AC%B

C%20%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

5#undefined 최종방문일 2016. 12. 30.)참조.

282) 2013. 8. 13. 법률 제12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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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되었다.283) 그러나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랐다.

나.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제기

(1)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 상가임대차보

호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

도·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기

간 영업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284)

(2) 이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립이 ‘용

산참사’와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285) 창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던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 없이 일방

적으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을 ‘권리금을 약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286) 권리금 지급자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권리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을 비

용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결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임차인이

283) 민선찬, 앞의 논문(주 231), 제49~51면.

28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차 일부 개정 개정이유 참고.

285) 김정욱, 앞의 논문(주141), 4면 이하.

286) 임영희, “상가임차인의 현실 및 제도개선 제안”, 상가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

회 자료집, 을지로위원회, 2015. 4,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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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야 하므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287)

(3) 법무부의 2014. 9. 23.자 보도 자료를 보면 법제화 추진배경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상

태가 극단적으로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를 법의 사각

지대에 두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고, 권리

금을 둘러싼 분쟁이 일방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법이

개입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여 당사자간 공

평한 이익분배가 가능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288)고 설명하고

있다.

다.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과정

(1) 2014. 1. 14.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토론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관으로 용산참사 5주기를 추모하며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

사례 발표회가 개최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4. 1. 23. 민명두 의원

등 21인이 상가권리금에 대한 직접적 규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289) 이후 서기

287) 제철웅, “건물 소유자와 신구 임차인 간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 국회 민생정치연

구회 주최 정책 세미나, 2015. 4, 10면.

288)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2014. 9. 23. 보도자료 참고.

289)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 go. lr/bill/BillSearchResult.do 참조 최종방문일 2016. 12. 30.). 

가.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권리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함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종

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 권리금 

금액이 표시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권리금 지급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

여야 함(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라.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장

에게 권리금 수수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권리금을 신고한 신규 임차인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를 받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 마.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차가 종료한 후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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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의원 등 4인이 2014. 3. 3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발의하였고290),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2014. 11. 7.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291)292)

동일한 영업을 하거나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안 제7조).

290)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권리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 go. lr/bill/BillSearchResult.do 참조 최종방문

일 2016. 12. 30.). 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내에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 다

만 임대인은 일정 사유에 한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 2 신설).

291)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 중 권리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 go. lr/bill/BillSearchResult.do 참조 최종방

문일 2016. 12. 30.). 다. 권리금의 정의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의3). 라.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후 2개월까지 법률에서 규정

한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마. 각 시·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가임대차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전문

기관에 권리금에 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292) 상가권리금 보호관련 주요 입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민병두의원(14.1.23.

)

서영교의원(14. 3. 

31.)

김진태의원(14.11.7.

)

권리금개념

명칭여하 불문

바닥(지역)·시설·영

업 노하우+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

-

바닥(지역)·시설·영

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지급되는 

금전 등

권리금계약서 작성(신고의무화) - -

회수기회보장 의무(예외 없음) - 의무(예외 있음)

손해배상청구권 있음 - 있음

분쟁조정위원회 - - 사·도설치(조정권한)

재건축 등으로 인한 

보상
- 퇴거보상 -

표준계약서 - - 작성권고

권리금산정기준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요청
국토교통부고시

기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음

- 대항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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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사법위원회는 2015. 4. 24.부터 10여 일 간 3번에 걸쳐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논

의하였고, 위 3가지 법안을 통합, 수정하여 2015. 5. 6.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였다. 그 후 2015. 5. 12. 임시

국회에서 개정 법률은 최종 통과되어 2015. 5. 13. 공포되었고, 공

포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도입 및 입법취지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93)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의 개요

2015. 5. 13. 개정·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규정의

주요 내용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까지 모두 권리금의 보

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제2조 제3항)과 권리금의 정의규정

신설(10조의3),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의 금지(제10조의4

제1항),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규제

(제10조의4 제3항), 권리금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제10조의5), 표준

계약서의 사용권장(제10조의 6), 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고시(제10조의 7) 등이다.294)

나. 입법취지 및 특성

 출처: 정명운, “상가권리금 법제화 논의와 입법방향”, 토지보상법연구 제15집, 2016. 5, 71

면.

293)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29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2&query=%E

C%83%81%EA%B0%80%EA%B1%B4%EB%AC%BC%20%EC%9E%84%EB%8C%80%

EC%B0%A8%EB%B3%B4%ED%98%B8%EB%B2%95#undefined 최종방문일 2016. 1

2. 3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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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문제를 성문법 영역에서 규율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

은 권리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

를 보호하여 상가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

다.295) 또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부

당이득을 방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296)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하도록 도입하였다.

(2) 그런데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에 개입하여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만약

임대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임

차인 보호방안은 점포임차권의 존속을 간접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

의 영업이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297)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한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

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시킴으로써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유인

을 차단하는 것이다.298) 한편으로는, 더 이상 기존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

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위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규

정하여, 임차권 양도를 보호하는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299)

295) 심태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제7면; 심

태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제14면.

296) 법제처 개정이유 참고.

297) 김영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법조 8권(vol. 707), 법조협회, 2015. 8, 
131면.

298)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31면.

299)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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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는 임대차의 적용

범위

1. 규모 및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및 개정경위

(1)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환산보증금을 초

과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함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의 보증

금액 또는 권리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

장하였다.300)

(2)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서는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두었는데, 1호에서 규모 및 장소에 따른 제한으로 ‘임

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

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

정하였다.

(3) 위와 같은 배제 조항을 두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에는 백화

점만을 예외로 둘 것이지 여부의 논의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백화점은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 자체가 없는데 이에 대한 예

300) 이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상가건물임대

차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영세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일

반적인 상가임차인 보호법이 될 우려가 있으며, 권리금의 성질상 임대인은 권리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만 예상치 못한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었다.;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법 일부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3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2014. 

12. 26.),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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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오히려 권리금이 없던 곳까지 혼란을 야

기하고 통일적인 관리가 불가능해 지고 예상할 수 없는 권리금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주어 임대인에게 부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예외로 둘 것을 논의하다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

른 대규모점포로 그 논의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301) 이에 1차·2

차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대형유통센터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302), 실태조사를 할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논의를 거듭하다가303) 권리

301)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제19대 제332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15. 4. 24, 

백화점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는, 전문위원 심태규가 “백화점 업계쪽에서는 원래 단일

한 백화점 건물, 혹은 쇼핑센터 건물 안에서 배치나 이런 게 전체적인 동일성 하에서 유

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관행상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어 

왔고, 권리금 자체를 수수하는 관행이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의되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만약에 예외를 둔다고 그러면 법률적으로 백화점 같은 그런 대형점포를 유통산

업발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

는 방식으로 입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해철 위원은, “백화점에 권리금 수수 관행이 없

으면 다른 계약 형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외조항까지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

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소위원장 홍일표는 “백화점에 입점한 사람이 그동안은 백화점 

측하고만 계약하고 끝나면 나가고 마는데, 자기가 이 법에 의해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

겠다 하고 그 사람한테 돈 받고는 ‘이 사람하고 꼭 계약을 해라’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

다. 그러면 부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

302)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제19대 제332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5. 5. 1), 15

면, 전문위원 심규태 의원은, “백화점 등 일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권

리금을 수수하는 경우가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이를 단기간에 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예산도 없는 형편”이라면서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라 대규모점

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제외하되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을 이용한 임대차의 경우 혹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

하고 임대차한 경우는 그 예외적 배제조항에서 다시 배제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기호 위원은 ‘당사자의 약정에 맡겨두고 예외조항 자체를 두지 말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03)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제19대 제332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15. 5. 4), 9

면; 전해철 위원은 ‘일단 보호대상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예외조항을 둘 것인지, 아니면 

예외조항을 두었다가 추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것인지’의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전문위원 심태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가 나중에 예

외를 두어 제한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권리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거꾸로 주장하며 나올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예외조항을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개정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2차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제

안되었던 지명도 등을 반영하여 예외의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견해가 많아 적용 예외 규정에 단순히 유통산업발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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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인정하였다가 문제가 생겨 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예외를 두었다가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는 개정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을 그대로 인용

하여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 확정된 것일 뿐, 이에 대한 정확한 실

태조사 및 문제의식이 부족하였다.

나.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보호범위 제한규정의 문제점

(1) 그런데 위와 같은 예외 조항은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이 권리

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2006. 6. 21.) 부칙 제3항에서는 “종전에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 대규모점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된 전통시

장은 모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6. 5. 발표한 ‘2015년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전통시

장의 수는 2014년 대비 41개 증가한 1,439개304)로 무등록시장의

등록 전화, 신규 등록시장 증가로 시장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를 보였고305), 전통시장 내 점포의 수는 총 207,083개306)로 나타났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30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5년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 

2016. 5, 70면; 시도별 시장 비중은 서울 15%, 부산 11.7%, 경남 10.8%, 경북 10.4%, 

경기 9.0% 등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지역에 전통시장

의 27.2%(392개)가 위치하고 있다.

30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304), 69면; 전통시장 등록률은 100%로 등

록시장 54.6%, 인정시장 45.4%로 나타났고, 전국상권형 시장의 79.2%, 광역상권형 시

장의 59.8%, 지역상권형 시장의 46.0%, 근린상권형 시장의 57.5%가 등록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3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304), 51면, 전년대비 1.7%(3440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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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중 점포의 소유형태가 임차인인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

으며307), 입주 시 권리금을 지불한 점포의 비중이 25.9%로 나타났

다. 평균 권리금도 2096.5만 원의 수준이었으며 1억 원 이상의 고

액의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도 6.7%나 되었다. 2015년 기준 권리금

시세는 2165.5만 원으로 나타났고, 2015년 1억 원 이상의 권리금

을 지급한 점포도 2.0%가 있었다. 또한 서울 평균 상가권리금보다

높은 5000만 원 이상의 권리금이 책정된 곳도 10.4%나 되었다.

(3) 이와 같은 형편임에도, 백화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가

절실한 영세, 중소상인 밀집지역인 전통시장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보호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됨으로써 입법취지에 어긋난 개정이

라는 비난이 잇따랐다.308)

(4) 또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

센터, 복합쇼핑몰의 한 장소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임차인은 물론,

대규모 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

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가 박탈되

는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남겼다.309)

다. 개정안의 발의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발로로, 권리금 적용 예외규정을 둔 상가

영업점포 수 추이를 보면, 2013년 180,068개, 2014년 183,328개, 2015년 186,620개

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304), 276면; 그 다음으로는 소유(21.9%), 

노점 (1.3%), 전대차(0.6%)로 나타났다.

308) 조장우, “권리금 보호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 236면.

309) 조현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16. 2,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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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백

재현의원 등 12인이 2016. 5. 30 제안한 개정안과 곽상도의원 등

21인이 2016. 6. 27. 제안한 개정안 및 박주민의원등 19인이

2016. 7. 21. 제안한 개정안은 모두 제10조의 5 제1호에 예외의 예

외 규정인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괄호 안에 추가할 것

을 제안하였다. 홍익표의원등 11명은 2016. 6. 9.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통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나.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

포’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

이 분양된 경우까지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할 것

을 제안하였다.

라. 검토

점포의 규모 및 장소에 따른 적용 예외 규정이 입법된 경위를

보면, 권리금 수수 관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백화점 등을 제외하

자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가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유통산업

발전법 상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까지 예외의 범위가 확장 입

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영세상인

인 전통시장 상인이 제외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개정안

에서는 예외에 다시 예외 규정을 두어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나 분

양이 완료된 구분소유 형태의 매장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

정할 것을 제안하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애초에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다. 위와 같은 개정안을 둔다고 하더라도 SSM형식의 대규모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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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프랜차이즈의 동의를 받아 이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310), 대

형매장에서 매장재배치를 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

형마트, 복합쇼핑몰 내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면적으로 행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 예외 규정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예외조항 자체를 삭

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배제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제2호는 ‘임대차 목적물

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공유재산의 임차인은 권리

금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다.

(2) 이에 대해서도 국·공유재산이라도 민사상 법률관계에서는 원

칙적으로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보

호에 관하여 국가를 우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거나311) 국가가 진정 보호해야 하는 영세상인에 대해

오히려 국가가 이를 우선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어서 입법

적 불비라는 비판이 있다.

310) 이 경우 직영점형 체인 점포나 프랜차이즈형 체인 점포가 모두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

면 대규모 점포 내의 것만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불명확한 문제도 있

다.

311) 김승종,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부동산 연구 제25집 제2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5, 107면; 조장우, 앞의 논문(주 308), 236~237면; 조현제, 앞의 

논문(주 309),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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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6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함

이 원칙이나(국유재산법 제27조)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1조). 그리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는

임대차에 불과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행

하는 법률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재산까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법의 적용을 배

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312)

3. 이 법 시행당시 ‘존속 중’인 경우로 한정

(1)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313) 제3조(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

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으로, 부진정 소급효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칫 재산

권을 침해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이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임대차로 규정하지 않고,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임대차로 규정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입법 당시 권리금을 보호하는 개정이 될 것이라

는 예상으로 임대인들이 보증금과 차임을 올려 임차인들의 입법 요

구가 빗발쳤는데, 만약 이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

다고 규정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4년 11개월 뒤에나 실제 적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의 시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312)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제19대 제332회 법제사법소위제1차(2015. 4. 24.), 52면; 국

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었는데 이를 오히려 인정하게 될 경우 발

생할 문제를 우려하여 제외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313)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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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결단 때문이었다314). 그러나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이러한

부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

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상당수였다.315)

(2)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라는 의미에 임대차 약정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법정임대

차관계가 지속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21269 판결에서는,

“피고(임차인)는 원고들(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

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

로 본다)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한

다고 주장한다. 위 규정은 임대차가 해지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종

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 정산을 위

한 범위 내에서만 일종의 법정임대차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의

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라고 볼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3. 10. 선고 2015

가단1393 판결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라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건에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314)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제19대 제332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5. 4. 24.), 58

면.

315)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단59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가단15758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95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나199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2024237, 2016나2024244(반소)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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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하였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의제’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당해 임대차관

계는 종료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를 넘어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임대인

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칙조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 포함여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갱

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이 영업이익을

통해 권리금 등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존속기간의 보장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2) 한편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명시적으

로 당해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임대차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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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급심 판례의 상반된 태도

(1)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316)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이 5년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

해금지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도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

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임대인에게 권리금 방해금지 의무가 발생조차 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에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는 경우가 아

니라고 본 논리는 다음과 같다.

“①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등 규정을 둔 것은 임대인의 임

대차계약 갱신을 유도함으로써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가치를 보

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투하 자본 회수 및 영업처분 기회를 보호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 점, ②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제10조

제1항 각호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인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

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임대

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316)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8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508156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단

11593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058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29004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이 지

나 임차인에게 충분한 영업기회를 제공하였고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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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

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에 관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

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317)고 판시하였다. 덧붙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이 5년 경과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권리금

회수방해금지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다.

(2) 반면 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한 하급심 판례도 있었다. 대구

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114(반소), 2016가합3796 판

결318)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의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이 2008년부터 체결되어 이미 5년이 훨씬 경과한 사안

이었음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

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 자와의 계약을 거절하였다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3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

회에 걸쳐 갱신함으로써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6년인 점 및 앞

서 본 여러 규정 내용 내지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할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따라

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5. 10. 14. 경까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원고들이 선택한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

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2016. 7 

18. 선고 2015나2074723 판결에서도, ‘최근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계약서상 권리

금반환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318)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후술하면서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상

세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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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였다.

나. 법무부의 유권해석

법무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

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

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

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319)

다. 검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그 방해 행위 금지시기를 제한할 뿐

달리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그러한 방해금지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의4 제1항은 제1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

10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동법

제10조 제2항을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무의 예외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런데 명시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사유를 들어

방해금지의무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계약갱신거절사유

를 나열한 취지는 임차인의 과실로 신뢰관계가 깨졌거나 재계약 자

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굳이 갱신을 강제함으로써 임대인

의 계약자유를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

석된다.320)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 계약갱

319) 법무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2015. 12. 24, 12면.

320) 따라서 권리금회수기회보장은 임차인이 창출한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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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5년으로 제한한 것은 (물론 최

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존속기간만을 보장하는 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인에게

너무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존속하도록 강제하게 되면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으

므로 그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풀이되어321), 양 규정의 입법취지는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

항 각 호 사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또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밝혔듯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적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존속기

간으로 보장하고 있는 5년이 도과하였다는 것만으로 권리금 회수기

회마저 보호받을 수 없도록 해석하는 것은 그 근거가 너무 미약하

다.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임대인에게 권

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임차인이 이미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충분히 자신이 투자한 투하자

본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

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지움으로써 간접적으로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322) 그러나

다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계약관계존속을 위해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

는 계약갱신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권리금회

수기회보장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 자체를 비판할 여지도 있다.

3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9403 판결.

322) 이러한 태도는 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이 명문으로 보호되기 전 판례가 

대체로 계약상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내 임차인의 영업상 이익에 충당되고 그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태도와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또한 과거 

대구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나7469 판결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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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을 5년까지만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323)324)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다는 점만으로 임

차인에게 충분한 영업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일률적으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

는 점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태도는 바람

직하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임차인이 창출한 영업 가치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부당하다. 비교법적으

로 보면, 일본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사유의 정당성을 보충하

기 위해 퇴거료 보상을 인정하는데, 퇴거로 인해 소멸하는 임차권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를 퇴거료 보상금 산정에 고려

를 하고 있다.325) 프랑스 상법전 제L.145-14에서도 계약갱신거절

시 임차인에게 퇴거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면서 ‘영업의 손실

(perte du fonds de commerce)’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

고 있다.326) 뿐만 아니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

유자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그 사용수익권을 회복하게 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8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지 아니한 

것이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23) 김용희·홍선관,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흠결과 실효성에 관한 연구-권리금 보

호에 대한 법률개정을 중심으로”, 토지와건물 Vol 30, 국제부동산정책학회, 2015, 25면; 

권오승, 앞의 논문(주 174), 125면에서는 계약갱신요구의 최장기간을 7년으로 연장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조장우·김홍택·배병일,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에 관한 연

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28권 제2호, 대한부동산학회, 2010, 266~268면에서도 역시 

임대차 존속기간을 최소 7년에서 1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한다.

324) 한편 2015. 6. 부동산정보업체 FR인베트스먼트는, 서울시 내 상가의 투자비용을 회수

하는데에는 평균 2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매일경제, 

“서울 수익형 부동산 투자비용 회수 기간 ‘점증’, 2015. 8. 17. 기사 참고).

325)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112면; 임차권(차가권) 보상은 자산

가격의 증가가 임대인 측의 노력에만 따른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공헌에 따른 것도 적지 

않아 양당사자가 적정히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다.

326) 김영두·박수곤, 앞의 논문(주 313), 130면; 프랑스 입법자들은 고객권이 영업장소에 

연관되어 있으며, 또한 상인을 영업장으로부터 퇴거시키는 것은 고객의 상실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는 영업 자체의 상실을 초래한다는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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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에서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이 아닌) ‘임대차 종료 당

시의 권리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임대차 종료 당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를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런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형량 측면에서도 임

차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하겠다.

제4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

1.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의 의의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방해 행위의 유형

을 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다.

(2) 명시적으로 규정된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

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된다.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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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부담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위와 같이 규정된 방해 행위가 예시적 규정인지, 열거규정인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327)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취지로서, 임

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방해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

다.”고 판시하여, 열거조항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1235, 2014나

1242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금융비용 증가 및 개인사정으로’ 임대

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물 일부분을 매매하고 나머

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임대

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원고(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328)”에 해당한

다고 보았다. 즉, 판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해해위를 열거적 규정으로 보면서도, 위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종래 판례 법리에

따라329) 손해배상금이 아닌 권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판시

3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36754, 2015가합36761 판결.

328) 이 판례에서는, 종래 대법원 판례인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96993 판결의 

판례법리에 따라 판시하였고,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해당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329) 당사자 사이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임대인의 사정으

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권

리금 중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권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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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권리금 회수의 의미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임대

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논의

를 전개하기에 앞서 권리금 회수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보호의 대

상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을 회수한다는 의미는, ①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의미330)와 ②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당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영업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보유

할 수 있다는 의미331), 2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한다.

(1)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 또는 투하자본의 회수

종래 판례를 살펴보면, ‘권리금 회수’,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를 의미한다.332)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하고 있다.

330)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24~125면; 예를 들어 임차인의 영업시설의 설치비용, 

광고비, 입점 시 장소적 이점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한다.

331)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25~126면; 영업의 시장가치를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한 

감정평가에서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장래의 수익을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고 하

고(감정평가규칙 제23조 제3항),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에서는 영업권

을,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

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한

다.

332) 대법원 2004.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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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권양도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

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상가임대차 법제에서 취하고 있는

보편적 방식의 상가임차인의 영업재산권 보호제도가 아니라 비교입

법 차원에서 생소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방식을 취하게 된 것은 종래 판례 법리에 제

시된 ‘권리금 회수’라는 표현에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333)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종래 판례의 입장을 계승

한 것이라고 본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권리금 회수의

의미는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권리금 또는 투자금의 회수를 의미한

다고 할 것이다.

(2) 영업의 객관적 시장 가치의 회수

권리금 회수의 의미를 임차인이 형성한 현재 영업의 시장가치

회수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더 이상 영업의 재산적 가치를 향

유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것을 금전적 형태로 계속 보유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이다.334) 이와 같이 임차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영

업 가치를 금전적 형태로 회수 할 수 있는 방식은 사적 처분과 영

업보상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한다.335) 특히 영업보상제도는 보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한 경우 임대

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

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

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

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

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 판결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등.

333)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6면.

334)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28면; 즉, 점포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 그 자체의 회수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시장가치 회수를 의미한다고 한다.

335)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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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액을 임대차가능기간 만료 후 장래 일정기간 동안의 기대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간만큼

임대차를 연장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그런 측면에서 임대차

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336)

(3) 검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

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면서, 임대인이 그러

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그 때의 기준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

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

액’이라고 하고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입법취지에 대해

서 개정당시 법무부도 ‘임차인이 지불한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이 아

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 또는 중도 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수가 불

가능한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이 지불한 권리금의 전부 또

는 일부라도 회수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현저하지 않도록 하며, 다른

장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337)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말하

는 권리금 회수가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 자체의 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영업의 객

336)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99면 중 각주 134;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음으로써 장기투

자를 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견해들(김강수, 앞의 논문(주 176))도 이와 같은 맥

락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337) 정명운·이준우·이준호· 허강무,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등 임차인보호를 위한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2014. 

9,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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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권리금을 상한으로 신규 임차인과 기존임

차인 간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합의한 권리금 또한 하나의 기준으

로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들 사이에 기존 임차인이 기 지급

한 권리금 만큼만을 주고받기로 계약한다면 그 권리금이 임대차 종

료 당시의 객관적 시장가치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 계

약상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주면 족한 것이다. 이 법의 입법 당시

논의를 보면, 임차인의 투자 결과에 따른 영업 가치를 보호할 필요

가 있지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던 내용을 법적으로 새롭게 부여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하고, 관행상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게 임차인들 사이

에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임대인이 적어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의무를 부과하

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338).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이 형성한 객관적인 영업가치 내에서 신규

임차인과 자유롭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방해금지 의무의 법적 성격

(1)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경

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회수 기

회를 방해하지 않을 법적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시안339)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

338)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임시회, 2015. 2. 24), 제

27~28면.

339) 2014년 11월 7일,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12371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

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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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 종료 당시

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

로써 그 근거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에서 도출하고

자 하였다.

(2)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시

안 제10조의4 제1항에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방해금

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의무가 병렬적· 중복적이고, 제1항

의 협력의무 위반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시안에 있었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빠지게 되었

다.340)

(3) 이와 같은 입법 논의 과정을 근거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 및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341) 그 견해에서는, 우리 판

례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수인한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상대방의 신뢰를 위법성 판단의 기초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342), 임

차인의 권리금을 자신이 받기 위해서 또는 임차인의 영업장을 자신

이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고의로 거액의 차임을 요구하거나 임

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343). 또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와 손해배상

340)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1차 2015. 4. 24). 16~17면, 20면, 28~29면.

341)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106면.

342) 박동진, “블법행위법에서의 주의의무: 그 위상 및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

9권 제2호(통제1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157~189면.

343) 김승종, 앞의 논문(주 3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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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현재 계약상태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적용하기 위

해 부칙에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그 근거를 불법행

위책임으로 구성한다면 동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당

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부진정소급효에 따른 재산권침해 논란을 사

전에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한다.344)

(4) 반면 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협력의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방해금지의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뿐 양자는 동일한 내용

이라는 전제 하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해금지의무는 임대차계약관

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

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수적인 계약상의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345) 임차인이 영업양도계약체

결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영업양수인과 새

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을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이라는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므로 그것은 협력의무와 결

국 같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는, 당사자 상호간 신의성실

의 원칙은 급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대해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기타의 부가적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보호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계

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인정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

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346)

344) 김승종, 앞의 논문(주 311), 107면.

345)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38면.

346) 김서기, “권리금 법리의 명확화를 통한 권리금 회수방안”,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주최 
정책세미나 ‘건물소유자와 신구임차인 간 권리금의 합리적 조정방안’, 2015. 4. 19,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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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의 법적 성격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격과도 연관되어 있다. 손해배상책

임의 법적성격과 연관하여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임대인

이 부담하는 방해금지의무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의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의 발생 요건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

고 임대인은 방해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임대차 기간

종료 전 3개월 전부터 당연히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권리금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347) 다만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줄 의사가 있으나 임차인이 영업을 처분할 필요가 생겨 임대차계약

의 갱신을 원치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한

다고 볼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언상 임

대차계약의 종료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방해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단순히 임차권 존속을 보장하여 임차

인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만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

기보다 임차인이 스스로 영업을 처분하여 금전적으로 영업 가치를

347)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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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임차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방해금지의무가 발생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48)

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

선’할 것

(1) 입법 경위

당초 개정 법률안의 법무부 최종시안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기

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한 경우에는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2단계 규율을 예정하고 있었다.349) 그러나 입

법 논의 과정에서 협력의무와 방해의무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은

중복적이고,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협력의무 태만과

같은 위반만으로도 어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나의 의무로 통합하거나 규정방식을 달리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협력의무는 삭제되었다.

이와 동시에 2015. 4. 24. 제3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

348)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39면.

349) 정명운, 이준우, 이준호, 허강무, 앞의 연구(주 382), 64면.

“제O조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

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인은 제1항의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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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의 당시 ‘임차인의 권리에 대응하지 않는 임대인의 의무 부분

은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신규임

차인 “지정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에게는 계약 체결을 할 의무를 부

과하여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350) 그 견해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

인에게 ‘지정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자고 제

안하면서, 다만 임대인도 법률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정예정의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체결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자

고 하였다.351)

이와 같이 당시 ‘주선’을 ‘지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측에서는, 주선의 횟수나 동시에 몇 명을 주선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문제가 있으며,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해지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을 요구하거나 수수했을 때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임차인들 사이의 권리금 계약체결을 전제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체결 상대방인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지정

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은 제안하였다.352) 그러나 임차인에게 지정권

을 인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권

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원안의 ‘주선’으로 확

350) 국회사무처, 제33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1

차 2015. 4. 24. 17면; 주선을 지정이라고 변경하는 또 다른 이유로, 주선이 다른 법에

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미를 조금 명확히 한다는 뜻에

서 ‘지정’으로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351) 국회사무처, 제332회 법제사법소위원회 1차(2015년 4월 24일), 17~18면.

352) 국회사무처, 위 회의록(주 351), 24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

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사적 효과로 임차인이 주선

하면 그 사람과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당연히 생기고 그 기대가 법적

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사실 권리가 되는 구조이므로, ‘주선’을 ‘지정’으로 하여 명확히 하

는 것일 뿐 의미의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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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2) ‘주선 행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의 의미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사전 상

의미의 ‘주선’은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353)이라고

한다. 이 규정의 도입 과정을 보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

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정도의 완화된 의미를 갖는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정’은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

함’이라는 의미로354),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지정할 권리’를 주

게 되면 임대인의 의사와 원칙적으로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

되는 것이므로 ‘주선’ 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규율하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권리

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입법과정에서 배척되었기 때문이

다. 물론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주

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체결이 되리라는 법적

기대가 사실상 반사적 효과로써 발생한다. 그러나 반사적 효과로 인

한 법적 기대가 생기는 것과 직접 법적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은 분

명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상법 제93조의 ‘중개’는 타인 간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

하는 사실행위355)라고 하고 있고, 공인중개업법상 ‘중개행위’는 당

35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최종방문일 

2016. 12. 30.)

35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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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

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라고 한다.356) 주선도 이러한 법률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을 주선하였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조력하는 어떤 사실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만을 보면 될 것이다.

(3)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

(가)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가합100892,

100908 판결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2. 9 1.부터 2015. 8. 13.까지 임대보증금 5천 만

원, 월차임 1천 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피

고는 B라는 상호의 약국으로 운영하였다.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쌍방은 특정한 통보 의무 없이 계약을 종료한

다. 만약 쌍방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작

성한다.’고 명시하였다.

② 원고는 2013. 10. 18. C와 피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을 포함하여 2015. 9. 1.부터 2025. 8. 31.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8. 31.까지 명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는 2015. 7. 중순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재임

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의 의

355) 정동윤, 주석상법 (총칙 상행위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9. 15.(제4판), 112면.

356)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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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

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하자,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위반을 주장하며 권

리금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는 약사인

D와 2015. 8. 21. 권리금을 6억 원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 권리

금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같은 날 D가 피고에게 권리금계약의 계

약금 3천 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8. 31. 이전에 원고에게 D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①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

시 2015. 8. 31. 종료하되 재계약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는 이미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점포를 2015. 9.

1.부터 10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하여 줄 수 없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2015. 7. 말까지 원, 피고 사이에는 재임대에 관한 논의

만 있었을 뿐 신규임차인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피고가 자인),

④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2015. 10. 2.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도 D나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⑤ 피

고가 원고에게 D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상가건

물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추후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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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위 사안에서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체결한 권리금계약서나 일부 권리금계약의 계약금이

송금된 증거가 있는 것만으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

에게 주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물론 위 판례 사

안에서는 임차인이 소송에서 제출한 권리금계약의 상대방을 임대차

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에게 소개하는 사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이유로 설

시한 부분 중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임

대인에게 제공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노력하였는지 여부에 대

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다소 의문이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는지 여

부는, 특정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신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지를 알리면서 임대인에게 그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하면 족한 것이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을 알면

서도 알리지 않았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알렸다는 등의 사정은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로

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혹은 임대인이 그

러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357).

357)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에 대해 알고 있

는지 여부를 임차인에게 정보제공요청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사

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이러한 신규임

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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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5349361 판

결

1) 사실관계

① 원고는 2010. 8. 17.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보증

금 1억 원, 월차임 280만 원, 용도는 커피숍·게스트하우스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반환

할 때 임대인인 피고에게 시설비, 권리금 기타 어떤 명목을 불문하

고 금전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는 임

대차계약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해 이러한 청

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② 원고의 딸 D는 2015. 7. 22. 피고의 딸 E에게 게스트 하우스

예약손님들 때문에 10월 말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

탁하였고, 이에 E는 2015. 7. 31. 이를 승낙하며 10월 말까지 영업

을 하고 2015. 11. 4. 건물을 인도해 주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갑자기 2015. 8. 12.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찾아보겠

으니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

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D가 E에게 2015. 8. 12. 같은 취

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E는 계약서상 권리금을 인정하

지 않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거절하고, 앞으로 이 사건 임

대건물을 카페로는 임대하지 않고 사무실로만 임대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D는 “지금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

람한테 인수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하면서 위 내용증

명우편을 캡처하여 그림파일로 전송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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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는데, 그 계약서는 원고가 2015. 8. 5. 신규임차인 F와 이 사

건 건물의 임차권과 관련하여 권리금 1억 원으로 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권리금보장을 거부할 2015. 8. 12. 당시나 그 후

에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

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의4 제3항에 정한 손해배상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설시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

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달라거나 권리금계약

을 체결할 사람이 있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임차인이

어떠한 조건으로 새로 임차하겠다는 것인지를 피고에게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②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 특정한 사람은 F가 유일한

데, 원고의 주장 및 F의 진술서 기재를 보면, F는 2015. 8. 5. 권리

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원고측으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임대차계약을 거부해서 추진이 어렵다는 말

을 듣고 2015. 8. 7. 권리금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당초 10월말까

지 영업을 연장해 주도록 승낙을 받은 것 외에 권리금보장에 관해

서 일체 언급이 없었고, 최초로 2015. 8. 12.에야 권리금보장을 요

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는데, 그 때는 이미 권리금계약이 해제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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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므로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존재하지 않았

다.

3) 검토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보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여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를 주선하였다고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

인이 되려는 자가 ‘어떠한 조건으로 새로 임차하겠다는 것인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주선행위가 없다고 본 측면은

타당하다. 공인중개사가 특정 임차인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

인이 요구하는 임대차계약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중

개행위를 하게 되는데, ‘주선’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므로 적어도 임

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을 원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신

규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있

기 때문이다.

(4)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될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 요건에 대

한 비판적 검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권리금 보호규정을 두고

나서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나서야 매우 드물게 임차인의 손해

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다. 이는 상당수의 판례에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358)거나 ‘임차인이 주선하지 않았

358) 창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102227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8. 18. 선고 2016가단15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17153 판결 등; 판례는 



- 142 -

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359)는 이유로,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조차 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권리금이 표상하는 이익, 특히 영업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야 하는지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지는 것은 아니다.360)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영업적 이익을 창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보호가치

를 달리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될

자를 주선하고 그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방식을 취하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앞서 검토하였

듯이 ‘주선’은 임차인이 자신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

려고 하는 특정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으

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설명하면서 임대인에게 ‘소개’

하는 사실행위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제2장 제4절 4.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형태에서 검토하였

듯이 임대인의 54.0%는 공인중개사의 주선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할 때에도 공인중개사가 통상 임대

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정도로만 주선한다

면 임대인의 기존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주선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재정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주선행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5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36754, 36761 판결 등

360) 이상용, 앞의 논문(주 73), 80면; “물론 임차인 스스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이유

는 대부분 영업적 이익의 양도를 위함일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임차인이 영업적 이익

을 창출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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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임차인의 자력이나 신용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으므로,361)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할 때에도 굳이 신규임차인의 재정능력이나 신용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만 ‘주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는지 판단할 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재정

능력, 신용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문이다.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

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임대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

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으

로서 그러한 정보제공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결부하여 판단하는 것

361)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

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공

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소

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소

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거래예

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④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⑤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⑥ 벽면 및 도배의 상태, ⑦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⑧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⑨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다. 물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 판결에서는 위 조항을 예시규정이라고 판시하면서, “조사·확

인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

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

위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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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선행위’의 개념을 너무 넓히는 것으로 무리가 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미흡하게 하였다거나

허위로 하였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 정당성 심사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서는 임차

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그 의무 위반의 효과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최소

한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신뢰침해행위를 한 경우

임대인이 신뢰할 수 없는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 역시 신뢰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임대차계약체결 자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에 대해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차인

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는지’ 여부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는 하급심 판례는 권리금 회

수기회 방해금지 조항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방해금지의무 존속기간(방해 행위의 시기)

(1) 임대인의 계약갱신 통지기간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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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한정하여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원래 개정안 시안362)에서는 협력의무와 방해금지의

무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후 2개월까지(임

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임차인

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지

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당시 이와 같이

권리금 상당액의 보호기간을 3개월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되는 기간이 긴 경우(예를 들

면 6개월)에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우려가 있고, 반면에 기간이 짧은 경우(예를 들면 1개월)에는 임차

인이 후임자를 구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결국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63) 그러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협력의무를 삭제하고 방해금지의무로 통합하면서 현행법과 같이 ‘임

대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시점까지’로 수

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과의 차이 때문

에 실질적으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될 수 있

어, 애초 법무부에서 우려하였던 ‘임차인이 후임 임차인을 구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1개월)’

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즉,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 임대

차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

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종료 1개월 전에서야 갱신거절의 통지를

362) 정명운·이준우·이준호·허강무, 앞의 논문(주 337), 66~67면.

363) 정명운, 이준우, 이준호, 허강무, 앞의 연구(주 337),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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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단 1개월 만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임차인이 미리 임대

인에게 갱신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할 수 있기는 하나 임대인은

갱신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364)

이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부터 1개월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임차인 권

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365)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기간 시기와

일치하도록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회수기회를 주고 종기는 임대

차 종료 후 3개월까지로 규정하자는 견해도 있다.366)

당초 개정안에서 규정하였듯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물색할

시간을 적어도 3개월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

인의 입장에서도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것이 소유권

의 가장 중요한 권능이므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주는 것이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367) 갱신거절 통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2)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

364)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37면.

365)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38면.

366) 김현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소고-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안암법학 제48호,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9, 251면.

367) 조장우, 앞의 논문(주 355),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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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 조항을 문언대로 해석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에는 피주선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피주선

인에게 현저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368)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목적

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69)370)

(3)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있는 경우의 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상당기

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신변 등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영

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금의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는 문제가 발생한다.371) 예를 들어 건강, 이주, 적자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감수와 같은 사정으로 임차인이 점포의 양도를 원할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368)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91면.

369) 만약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 존속기간이 임대차종료 후에는 전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극단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불과 며칠 전에 신규임차

인을 주선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를 기다렸다가 이를 거절하여도 권리금회수방

해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실제 판례사안은 찾기 어려웠으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이나 임

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경우, 방해 행위의 시기나 방해금지의무의 존속

기간을 ‘임대차존속기간 3개월 전이나 종료 시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70)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임차인의 주선시기를 최소한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임

대차 종료 1개월 전까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박세창, “상가권리금의 보호와 그 

적용에 대한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16집, 한국집합건물학회, 2015. 

12, 67면 중 각주 10.

371)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권리금약탈방지법 시행 100일,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

들의 이야기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사하자”, 2015. 8. 20.자 보도자료 참고.



- 148 -

방해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

히 이러한 문제는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가치가

하락하기 이전에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보호할 수 없

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

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민법 제629

조)한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상가임

대차 실무관행은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을 1년, 2년으로 단기

간으로 하고372) 계속 임대차계약 갱신을 통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법정갱신기간 5년 범

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대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 권

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투

하해야 하는 자본이 점점 커지면서 3~5년의 장기임대차를 선호하는

경향 또한 많아지고 있으며 임대차 존속 중 임차권양도를 통해 권

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보호의 범주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373)

임대차 기간 중 임차권양도를 통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도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374)375)

3.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의 면제사유

372) 서울시,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한국감정원, 2015. 8, 8

면; 서울지역의 임차인별 평균 현계약기간은 2.0년, 도심과 강남은 2.0년, 신촌마포와 기

타 지역은 2.1년으로 나타났으며, 총계약기간은 평균 6.1년으로 나타났다.

373)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15~16면.

374) 박세창, 앞의 논문(주 372), 73면에서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에서의 권리금 보호는 사

실상 상임법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이러한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입법상 잘못이

라고 기재하고 있다.

375) 이에 대해 박주민의원 외 19인은 2016. 7. 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개정안에서는 제10조의4 제1항 본문 중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

료시까지’를 ‘임대차기간 중’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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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서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의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은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임대인의 권

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면제376)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각호 사유의 부존재를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발생 요건으로 기재하고 있는 견해도 있

다.377) 그러나 법률요건분류설378)에 따르면, 위 조항은 법문의 구조

상 단서규정, 예외규정으로 규정된 점,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임

대인의 방해금지의무)의 발생장애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따를 때

이를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발생요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못

하다. 이와 같이 분류할 경우 자칫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제10조 제1항 각호 사유의 부존재’까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

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임대차기간을 계속

존속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

니라는 견해379), 임차인은 보증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잃는 상황

376)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2014. 9, 23, 3면.

377)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40면.

378) 규범설(근거요건설) 

379) 김현선, 앞의 논문(주 368), 249면; 이 견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책임 있는 계약갱

신거절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는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

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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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

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권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바닥권리금에 대해서는 반환받

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시설권리금과 영업권

리금 등은 일정정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견해38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어서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381)가 대립한다. 법 문언에 대한 문리

적 해석의 한계 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면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382) 다만 각 호의 사유 중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부

분과 이러한 사유가 쟁점이 되었던 판례를 중점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나.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1) 문제의 소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다만 이 견해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

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임대인이 원하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을 경

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380) 김영두·위계찬,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대한 연구”, 2009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
서, 법무부, 2009. 10, 88면, 신동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학연구 45,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9, 115면.

381) 조장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배경과 해석”, 법학논문집 제40집 제

1호(2016. 4.),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80면.

382) 법무부, 앞의 보도자료(주 378), 3면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에게 방해금지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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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의 차임지급

연체에 대하여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연체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

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

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당수의 판례에서는 3기 차

임연체 사실을 이유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가 없다

고 판시하였다.383) 그런데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사실이 갱신거절

시에 존재하는 것을 요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이는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면제되는 지 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2) 갱신거절시설과 연체사실설 검토

(가) 갱신거절시설

갱신거절시설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거절사유가 거

절 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의무위반이 있었

지만 그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동안 그

의무위반이 해소되었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서는 더 이상

의무위반의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384)고 보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도 민법상 즉시해지와 동일하게 갱신거절사유가 계약갱신거절

시에 이미 소멸하였다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입장

38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9. 8. 선고 2014가단954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가단2667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728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단14050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3175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단12978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가합20271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가단9857 판결 등 다수.

384) 이은희, 앞의 논문(주 187),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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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국 임대인에게 제10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아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나) 연체사실설

연체사실설은, “차임을 연체한 경우가 아니라 차임을 연체한 사

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과거에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 연체차임을 완제하여 현재는

연체액이 없는 경우이든, 현재까지 연체액이 남아 있는 경우이든 구

별하지 않고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한다.”385)고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이 3기분의 연체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과거의 사실이 존재한 경우에는 설사 갱신

거절시까지 연체된 차임을 변제하였더라도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

인의 방해금지의무는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3) 검토

갱신거절시설에 따르면 임차인이 설사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

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한 경우에도 추후 연체차임을 지급한 경우에

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인도 권리금에 대한 방해금지의

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는 대

게 영업이 부진한 경우가 많을 텐데, 추후 연체차임을 지급한 경우

까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를 부인한다면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386)387) 그러나 계약갱

385) 김효석, 상가임대차분쟁의 해결, 법률서원, 2010. 4, 406면, 지원림, “차임연체로 상가

건물임대차 계약의 즉시해지”, 민사법학 제7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3, 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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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거절을 할 수 있는 다른 각 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무

단전대 및 무단양도 등) 갱신거절을 할 당시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갱신거절시 이미 무단전대차 기간이 도과되

어 종료된 경우) 유독 3기 차임 연체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시까지도

차임연체 사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균형적인 해석이라

고 보기 어렵다.

상가임차인이 3기분의 연체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

체한 과거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사 갱신거절시까지 연체

된 차임을 변제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경우는 임대인의 방해금지의

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88)

다. 무단전대차 사실이 있는 경우

(1)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방해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본 하급심 판례389)

386) 박세창, 앞의 논문(주 372), 71면; 동법 상 보호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상환을 전제

로 하지 않고 단지 일정기간 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권

리금을 받을 권리를 임대인은 단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데 불과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87) 신동환, 앞의 논문(주 382), 119~120면; 강석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91면; 이 견해에서는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임대차계약기간 존속 중 해지)에도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

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의 항을 나누어 2항에서 ‘전항의 계약해지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권리금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제10조의 4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둘 것을 제

안한다.

388) 참고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38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가단8125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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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가합373 판결

위 판결 사안은 전형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면제된다

고 본 사안이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인에

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390)을 주선하며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

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한 사실을 들어 권리금 회수 기

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증거관계에

따라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양 당사자는 전대차

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이에 법

원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

우에는 제10조의 4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에게는 권리금회수기

호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197749,

2016가단98351 판결

위 판결 사안은 피고(임차인)가 원고(임대인)로부터 부동산을 임

차391)하여 세탁소로 운영하면서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옷수선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해지통

고가 아닌 임대차기간만료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

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세탁소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주선하였

2015. 12. 3. 선고 2015가단339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

3175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0. 선고 2015가단35082 판결 등 다

수.

390)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무단전대를 하였던 전차인은 아니었다.

391)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무단전대, 양도를 금지한다고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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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

항,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었다.

당시 피고(임차인)는 ‘① 전대행위는 피고가 세탁소를 인수할 당

시부터 계속된 것으로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②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은 피고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기간만

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위 법조의 예외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피고의 주장만으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

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전대행위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② 임대차계약 기

간 동안 무단전대 행위를 한 임차인에게까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위 예외사유를 둔 입법취지인 점에 비추

어 위와 같이 피고의 무단전대행위가 있었던 이상 계약종료의 사유

가 그것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아니고 기간만료라 하더라도 임차

인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고 판시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며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판례는 임대차종료 원인을 묻지 않고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무단전대)의 계약갱신거절사

유가 존재하면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 판시 사안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무단전대를 금지한다는 약

정’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

선’한 사실을 주장·입증할 경우 임대인은 다시 ‘제10조 제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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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있다고 항변하면서,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차’한

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그 경우 다시 임차인에게 그러한 임

차권양도 또는 전대차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

가지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

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것을 직접 규정하는 법조의 요건사실

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사유(무단전대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지만392), 민법 제629조 제1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검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와

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영업가치의 사

적처분에 의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차

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권을 전대하였다면393)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고, 앞서 살펴보았듯 실제 판례에서 무단

전대차가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

392) 이은희, 앞의 논문(주 187), 130~131면.

39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조항에서는 제10조의4 제1항 4호 무단

전대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제10조의4가 전대차관계에서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갖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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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방해금지의 존속기간’에서 살펴보았듯

임대차기간 존속 중에도 영업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보호될 필

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394) 더구나 대법원

은 이른바 배신행위 이론을 채택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

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395)고 판시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가 문제된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가 있는 경우라면

달리 그것이 임대인에게 배신행위가 될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심

리하지 않고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금지의무까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임차인의 영업가치

처분에 의한 투하자본 회수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권

리금 보호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라. 재개발·재건축의 사유가 있는 경우

(1) 문제의 소재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임차건물에서 퇴거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권이 급격하게 활성화된 지역의 임대인

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하고 재건축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차임과 권리

금을 받으려고 하는 유인이 생긴다.396)397)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

394)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40면.

395)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

64255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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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98)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후임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이

를 거절한 경우, 그 거절사유가 ‘재건축 및 보수예정’ 때문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15.5% 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399) 또한

과거 용산재개발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상가임차인의 참사400)는 정

당한 권리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롯되기도 하였다.401)

이에 개정 과정에서, 서영교의원(안)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

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

인이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거하게 되어 임대

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을 하도록

396)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60면; 특히 이러한 경우 기회부동산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기획부동산이 갱신거절부터 건축, 새로운 임대차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경우

에 임대인은 그로인한 수익을 얻기만 하면 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권리금약탈

방지법 시행 100일,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이야기 “응답하라 청와대, 맘편히 장

사하자.”, 2015. 8. 20, 보도자료에 따르면, 종각 가마솥밥과 삼겹살, 망원동 새우리궁중

칼국수아구찜, 홍대 갈라파고스, 신천 우리마을봉평메밀촌, 신천 잔칫집, 우와돈, 안경점 

보이다, 신촌 유닭스토리 등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매장이라

고 하고, 대기업프랜차이즈와 기획부동산에 의해 쫓겨나는 사례로는, 상도동 감자바위, 

조원동 여우나래, 조원동 크로커다일, 조원동 숯불바베큐, 사당동 파슬이 있었다고 한다.

397) 상권이 형성된 경우 대기업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입주하면서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고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게 한 후 임대

인에게 후한 보증금을 지급하며 영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기주, “공포의 왕의 귀

환”, 에스콰이어, 2015년 5월호에 따르면 임대인으로서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새 건물을 

얻을 수 있고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대기업의 제안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9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권리금 거래행태 실태조사’, 2015. 6, 49~50면.

399) <임대인이 후임 임차인을 ‘재건축 및 보수 예정’ 때문에 거절한 비율> 

권리

금

규모

1500만원 

미만

1500만

~2500만

2500만

~5000만

5000만

~7500만 

7500만~

1억 원 

1억원 이

상

평

균

비율 15.0 7.7 28.6 11.5 33.3 9.4
15.

5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400), 49면.

400)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사4구역 철거민 40여명이 한강로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

고 농성하다가 경찰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참

사.

401) 이에 정부는 사후대책으로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휴업보상기간을 3개

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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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 및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402)는 이유로 입법과

정에서 제외되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

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가 배제된다. 이에 대하여 재건축 등을 할 때 임

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 불비403)

라는 비판이 있는 한편,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고 단지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방해금지의무가 배제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경우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임차인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견해404)가 대립

하고 있다. 7호 각 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의 경우

권리금 보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사유가 있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

에 따르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는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계약체결 당시 미리

재건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 받았다면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402) 심태규, 20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

위원회, 15면.

403) 신동환, 앞의 논문(주 382), 116면.

404)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62~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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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염두하고 권리금을 산정할 것이고, 자신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예상기간을 고려하여 투자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금은 자기책

임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회수위험을 부담한다고 하여 부당하다

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7호 가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

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 없이 단순히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사만을 고지한 경우나 미리 고지한 재건축 계

획과 다른 시기나 내용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

의 방해금지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405)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이다. 이 경우는 재건축을 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생긴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더욱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이 필요하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것

이 당연하다.406)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영업 중인

임차인이 전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는 것은 공정

하지 못하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권리

금을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반면 임대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인상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

래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노후’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임

405)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62~163면.

406) 황홍택, 앞의 논문(주 132),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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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노후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

문이다.407) 실제 판례에서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

한 다툼이 많다. 이러한 부당함 때문에 이 경우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안전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건축물의 재건축을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한다.408)

판례는 대체로 7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넓게 해석하

고 있는데, 특히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영업장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의뢰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경

우409), 건물이 준공된 지 약 24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기술사사무

407) 이와 같은 경우로, 가수 싸이 소유 건물의 재건축 분쟁이 유명하다. 당시 그 건물은 

안전과 외관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임대인의 주관적 평가로 노후화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사안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진행되었다. 가수 싸이는 

2012. 2. 한남동의 한 건물을 매입하였다. 당시 그 건물에는 2010. 4. 입주한 카페가 있

었는데, 기존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해마다 계약을 연장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임차인은 수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후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카

페를 운영하였다. 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가 되기도 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활

동으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

다. 2010. 10경 종전 소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각하였고, 새로운 소유자 D

는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 12. 새로운 소유자 D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임차인은 2013. 2.까지 건물을 명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가

수 싸이는 2012. 2. 건물 매입 직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임차인 A에

게 명도를 요구하였다. 싸이측은 종전 소유자 D와의 조정조서를 근거로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재건축을 전제로 한 조정이었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강제집행절차의 진행과 형사고소 등 진실공방이 전개되다가 2015. 1. 15. 

임차인이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소유자인 싸이의 주장이 합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

이 났다.; 조현제, 앞의 논문(주 309), 73면 사실관계 인용.

408) 김승종, 앞의 논문(주 311), 110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건

축법령 제23조의 2). 점검대상 건축물은 ① 다중이용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

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다.

409)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21187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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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구조체 전반에 균열 및 누수가 심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축구조기술사의 의견이 있었던 경

우410) 등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호 나목에 해당

한다고 보아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부인하였다.411)

그러나 단순히 임대차건물이 수십 년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412)고 보아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인정

한 사례도 있었다.413) 광주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

35558, 2016가단512144 판결은, 임차인(원고)이 2007. 9. 1.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

되었는데(2015. 8. 31. 기간만료), 2015. 6. 29. 기존 임대인으로부

터 그 건물을 매수한 임대인(피고)이 7호 나목 사유를 주장하면서

선고 2015나47355 판결.

4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나13634, 4019983(반소) 판결; 이 소송에서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이 별다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음에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가단23199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단13395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

가단13396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가단201039 판결, 서울북

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13704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131830 판결 등 다수.

412) 이와 같이 본 사안의 구체적인 판시이유를 보면,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235007 판결에서는, “① 이 사건 각 건물은 1960년대에 건축되었으

나 단층건물로, 매립지가 아닌 평지에 석조로 건립된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의 외벽이나 

내부에 특별히 보수가 필요할 정도의 하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임차인)A

는 이 사건 1 건물에 많은 비용을 들여 내·외부 개보수공사를 하였고, 피고(임차인)B도 

이 사건 2 건물에 일부 보수공사와 실내장식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건

물이 안전사고 및 건물붕괴 위험이 있어 대수선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보

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한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

였다. 

4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인 권리금 보호조항이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후 실제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인정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그 중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항 제7호 사유에 대해 쟁점이 된 사안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방해금지

의무가 있다고 판시 내용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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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8.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므로 2015.

12. 31.까지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에 임차인(원고)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여 줄 것을 주장한 사안이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1976. 11. 9. 신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어 위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

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으면 화재위험 등 안전사

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며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임대인의 주

장을 배척하고,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인정하여 임차인의 손해배

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례와 같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임대인이

재개발·재건축 조항을 악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임

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 목 사유가 있

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 목)이다. 재건

축 결의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고려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오

히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쉽게 재

건축 결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합의로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이 박탈당할 수 있다.414) 그리고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414) 황홍택, 앞의 논문(주 132), 140~141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

조 제1항 단서를 살펴보면, 재건축 결의시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

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결의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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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415)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상 주택정비사업 등(이른

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이 인정되지만

이는 4개월간의 휴업보상과 이전비용 등의 지급만 받을 수 있을 뿐

권리금이나 대체매장 조성비용 등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416).

더구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 조차 받지

못한다. 위와 같은 보상금 및 이주비가 주어지는 경우는, 도시정비

법 제49조 제6항 단서 및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공

익사업법’이라 함)상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

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417) 재건축사

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47조 

제2항). 

415)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63면; 이 경우 예를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

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보상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임

차인 보호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임차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

도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당해 법률을 수정하여 해결하

여야 한다는 견해.

416) 도시정비법 제40조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77조 제1항, 제4항, 동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4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가단231996 판결; 임차인1은 권리금 2000

만 원,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을 들여 식당을 운영 중이었고, 임차인2는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한 후 유익비를 지출하고 식당을 운영 중이었으며, 임차인3는 권리금 3000만 원

을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이 시행되어 임차건물인 상가

를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 사안이었다. 이에 임차인들은 보상금 및 이주비를 청구하였으

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였다.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특성 등과 아울러 도

시정비법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

라 구체적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

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

는 것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

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비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

약한 점,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등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법으로 수용·사용 등의 공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매도청구

권의 행사를 통한 사적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의 기

본적 틀로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 수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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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임차인이든 재개발사업의 임차인이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

하여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임차권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인 공익사업법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

분히 보호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업보상, 시

설투자비 등의 손실보상권이 임차권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본질

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공익사업법 등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 수용시 상가임차인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상가임차인을 특별히 보

호하기 위한 시혜적 입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418)는

입장이므로, 권리금뿐만 아니라419) 보상금 및 이주비도 받기 어렵

다.

(5) 검토

결국,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현재 국회에는

금의 산정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주택재건

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게 할 것을 전제

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

고 2012다62561 판결)”

4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6369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5 결정 인용.

419)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1996 판결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166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홍익표의원 외

11명은,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건물의 재건축 및 철

거 등으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

고 있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420) 다

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대인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

을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421) 또한 박주민의원 외 19명은, 다른 법

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

조 제1항 제7호 나목)까지 포함하여 임차인이 우선입주권이나 퇴거

보상료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42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 임차인에게 보상

4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참고, 최종

방문일 2016. 12. 3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6. 6. 9. 발의, 

1~2면.

421) 홍익표 외 11인, 앞의 발의안(주 422), 5면; “제1항 제7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

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설비 등 

임차인 소유의 영업시설물 이전비용의 보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22) 박주민외 19명 발의, 2016. 7.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4면; 

“제10조의9(재건축 건물의 우선입주요구권) ①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또는 다 목의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된 재건축 상

가건물의 임대인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재건축 상가건물 중 임대차 건물의 위치·면적, 임대료 등 제1항

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로 재건축 기간 동안

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관행·시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정

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0조의 10(퇴거료 보

상) ① 임차인이 제10조의 9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목적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에 따른 퇴거료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임대인

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원회는 제10조의4 제3항 후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정한다. ③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의 요구·협의 및 보상액결정 방식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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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박주민의원 외 19명이 제안

한 바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 다

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퇴거료 보상을 하거나 우선입

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유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의 입장

에서 권리금 약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423) 종전에는 임대인이 고

의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다시 신규 임차인과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수령하여, 임대인은 차임의 증가와

권리금 취득이라는 이익을 얻는 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지

게 되어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동안 일구어 놓은 영업상당

부분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권리금 약탈행위로

부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둘째,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

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424)

셋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

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423)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40면.

424)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47~148면; “예를 들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을 목적으

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임대차계약체결 조건으로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이러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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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방해 행위로 규정하였다.

넷째,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

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

해 행위로 규정하였다.

그 중 특히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

을 거절하는 행위’가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

다는 비판425)이 제기 되어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방해 행위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하는 행위

(1) 임대료 인상을 통한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미만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426) 임대료 증액을 규제427)하고 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이상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자유롭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환산보증금 미만의 상가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이 5년까지로 제한되므로 5년이 지난 경우 임대료 인상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428)

실제로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429) 상가임차와

425) 박광동, “상가권리금 법제개선 방안 연구”, 일감법학 제3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 41면.

42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서 제11조, 제12조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

아, 제2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환상보증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상보증금 기준: 서울-4억 원, 과밀억제권역-3억 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2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1억 8천 만원)

4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동 시행령. 

428) 김승종, 앞의 논문(주 311),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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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불공정 사례를 겪은 곳 중 차임 또는 보증금의 너무 무리

한 증액 요구가 12.3%로 가장 많았다. 또, 보증금 인상률을 9%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88.6%가 축소가 필요(5%로 축소 82.3%,

7%로 축소 6.3%)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임차상인 보호대책이

미흡한 이유로 ‘임대인의 부담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우려’가 과

반수(53.5%)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에서도 권리금 규모 5천만 원 이상 점포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후임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

유 중 ‘임대인이 임대료 임의변경’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430)

더구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차임의 ‘인상’이 아니어서 위 임대료 제

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기 어렵다. 임대인의 주관적인 보증금, 차임

기준을 통해 계약이 진행될 것인데, 그러한 차임 또는 보증금액이

‘현저한 고액’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구체적 사

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2)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가 쟁점이 된 판례사안

(가)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판

시한 하급심 판례431)

429) 중소기업중앙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 임차상인 의견 결과보고서’, 2014. 

10, 11~15면.

4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400), 50면.

431)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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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① 피고는 전소유자 소외 D로부터 2008. 7. 31. 이 사건 약국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1.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

대차계약은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14. 9. 30.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매수 당

시 ‘임대사업자 포괄양도, 양수한다. 임대보증금 및 기존대출금은 잔

금에서 공제한다.’고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2014. 11. 1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이 2015. 7. 31.자로 종료됨을 이유로 약국의 명도를 구하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약국

을 E가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 100,000,000원으로 하

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 원고에게 피고의 권

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 E는 2015. 7. 18. 만나 협의를 하였는데, E가

기존보다 월 차임을 20% 인상한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하자 원고는

월세 3,300,000원의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협의가 결렬되었다. 이후 원고는 ‘신규임차인 E는 ㉠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예금잔고증명 미제출,

전적으로 부모의 자금에 의존), ㉡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약국운영 단기계획 및 장기계

획서 미제출, 약국개업에 대한 본인의 소견 또는 장래포부, 미래비

전 등등에 대한 언급 없음)’을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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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거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경영할 예정에 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원고가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E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으

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

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E에

게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조건으로 제

시하여 그 인상 폭이 매우 큰 점, ③ 원고는 위 E에게 약사로서의

자격증명서 내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자력 또는 능력과 무관하거나 개인 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약국운영 단기계획서 및 장기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점, ④ 이

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할 의사

를 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E에게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무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피고가

E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

였다.

3) 검토

이 판례 사안은 임대인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에서 필

요로 하지 않는 자료들까지 임차인에게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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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임대인이 애초에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

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신규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임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위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40%의 차임 인상을 요구한 것 하나만 놓

고 그 수치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본 것이

라기보다 전체적인 사정을 두루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이유 중 ‘②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조건

으로 제시하여 그 인상 폭이 매우 큰 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위 사안의 기존 임대차계약은 2008년

처음 체결된 후 차임의 변동 없이 2015년까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던 것으로, 기존임차인의 차임은 이미 7년 전의 시세가 반영된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40%가 인상된 것이 그 인상폭이 매우 크

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처음 차임을 결정한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사정, 그 동안의 금리변동 및 부동산 시세

변경여부, 이 사건 약국의 가치상승률에 비해 현저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약국이 위치한 곳의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지 여

부, 주변점포의 차임 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객관

적인 사정에 비해 40%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저히 고액’이었

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다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목

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도저히 응하기 어려운 차임 인상을 요구하였

다는 점이 보다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나)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하급심 판례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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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① 원고는 D로부터 임대차기간 2010. 10. 6.부터 2012. 10. 17.

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9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2.

7. 보증금 및 차임 증액 협의를 시도하였고, 2013. 4. 1. 조정이 성

립되었다.

② 위 조정의 내용은, 원고가 2013. 4. 1.부터 2013. 10. 31.까

지는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월 차임109만 원,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는 월차임 118만 원으로 각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위 조정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시하였

다. 그런데, 2015. 10. 31. 위 조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75만 원’을 요구하였다.

③ 감정인의 감정결과, 2015. 10. 30. 기준 적정임료는, ‘보증금

이 3000만 원일 경우 월 차임 143만 원, 보증금이 3500만 원일 경

우 월 차임 170만 원’이었다.

④ 원고는 피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여,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가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43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3. 10. 선고 2015가단1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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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비록 피고가 요구한 월 차임이 다

소 고액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점포의 위치, 주변 상권, 업

종, 경제적 여건 등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

결되지 않은 결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

단된 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단순히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지에서 시세보다 고액의 보증금 등을 해당 점포의 거래조건으로

요구하기만 하면 이를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3) 검토

위 판례 사안은,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였던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8만 원에서, 월 차임을 약 48%를 인상한 175만 원(보증

금도 35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

수기회 방해해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임대인이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기에 앞서, 임차인이 특정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다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까닭도 있

으나, 임대인이 그와 같은 차임을 요구할 시점의 감정시가에 비추어

본다면, 임대인의 요구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무리하

게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판례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였던 월 차임 및 보증금에서 단순

히 몇 %의 증액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이 애초에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도저히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객관적인 임차목적물의 적정 차임을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지를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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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앞서 두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0%의 인상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기도 하고, 48%의 인상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하는 바, ‘현저

히 고액’인지 여부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분쟁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결가능하다. 다

만 이러한 추상적 개념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주변의 상권 및 경기변화에 따라 차임과 보증금을 몇 배 인상

하는 것은 현저히 고액이라는 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를 상정

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실제 차임과 보증금 증액의 상한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433) 또한 통상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주변 상가의 차임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가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인정할 경

우에는 현저하게 고액의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거

의 없을 수 있으므로, 주변 상권의 차임 인상과 비교하여 판단할 경

우 비교대상의 주변 상가의 범위를 넓게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

다.434)

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433) 김승종, 앞의 논문(주 311), 107면; 이 견해는 현행법상 ‘현저한’이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 법령이 모두 510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현저한’이라는 

문구를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

망을 보인다.

434)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47면; 이 견해에서는 시장의 차임을 판단하기 위한 지역

의 범위는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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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후임 임

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유 중 ‘임대인 혹은

직계가족 운영’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435) 이와 같이 임대

인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영업을

양도·처분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된다.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권

리금을 수수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

계약의 실행을 통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하

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대인의 임차권양도

거절에 대한 정당성심사제도와 유사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436)

(2)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여 권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임차권 양도 거절에 대

한 심사제도와는 차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권양도의 동의

를 거절할 경우 권리금 등 투하자본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

는 손해를 구제하는 것이지 ‘임차권 양도’를 통한 사적처분 자체를

직접 보호하고 있지는 못하다437)

(3) 최근 하급심 판례438)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4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의 조사결과(주 400), 50면.

436)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9면.

437)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16면; 임차권양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된 경우 궁극

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권양도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나 이미 임

차권양도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수인의 임차권 지위 확인 등의 권리구제방식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도입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43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39993, 2016가단54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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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구할 수 있을 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들과 임대차계약이 체

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

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한계가 있음

을 분명히 하였다.

(4)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현저히 고

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3호)’와 ‘정당한 이유 없이 신

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4호)’

를 통합하여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

는 행위’로 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439)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높은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굉장히 좁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거나 보증금이나 조세공과금과 같은 비용 부담

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만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었다.440) 따라서 ‘정당한 이유’에는 여

러 가지 태양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가능한 많이 열어두면

좋겠다는 입법자들의 의사441)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는 ‘포괄적 판단

기준’으로 두고 구체적 판단이나 정당성 심사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

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인다.442)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호에 ‘정당한 사유’

439)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제19대 제332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2015. 5. 4), 3

면. 법무부 제안.

440)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441), 4~5면.

441)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441), 3면.

442)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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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간주규정’으로 하고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추

상적 규정을 다소 완화하였다. 이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승낙거절이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던 종래의 배신

행위 이론에 따른 판례 법리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평가된다.443)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 상가건물임

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호 사유를 토대로 다음에서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5.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성 판단기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조항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임

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강제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상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

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

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정당

한 사유

(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위 규정은 임대인의 수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444) 미

국의 판례 법리에 나타난 임차권 양도의 정당성 심사에서도 임차권

443)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79면.

444)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42면, 김현선, 앞의 논문(주 368),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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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수인이나 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경제적인 이유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445) 다만 보

증금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지급 자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나, 차임의 경우에는 향후 영업의 상황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따라 그 지급 자력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차임을

지급할 자력을 미리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예단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446)

(2)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

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대해 상당히 모호한 규정으로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

기에는 과도한 재량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사유로 한 소모적인 분

쟁이 우려된다는 견해447)와 1, 3, 4호가 구체적인 예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2호의 위치를 4호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448)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법의 규정과 구체적 임대차계약 사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과도한 재량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1호

와 2호 전단 사유는 신규임차인의 지불능력, 신용 등에 관한 것으로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문의 체계도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445)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91면; “Haritas v. Govei 판례 사안

에서, 매사츄세츠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권양도의 동의를 거부할 시 임차인은 폐업에 따

른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반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자력도 있고 해당 사업에 관

한 경력도 있어 임대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임대인의 임차권양

도의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제23

면; Haritas v. Goveia, 345 Mass 774.(1963)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446) 정수경,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검토”, 토지법학 제31권 제2호, 한국토지

법학회, 2015. 12. 30, 184면.

447) 조장우, 앞의 논문(주 308), 81면.

448) 박광동, 앞의 논문(주 427),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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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은 아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장차

체결될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의무 위

반 우려’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449)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기존임대차 계약상 용도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다. 또한 반대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와 다른 업종을 하고자 하

였는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그러한 임대인의 업종변경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4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논의 과정에서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

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업종이 상가에 입점하느냐에 따라 상가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재산

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임대인이 임차

인이나 신규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할 의사 없이 영업의 종류를 변경

할 것을 신규임차인에게 제안하였으나 신규임차인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449)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42면.

450) 전장헌,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   학
논총 제39권 제3호(2015년 9월),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12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다른 업종을 원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경우 이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와 거래 불안전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 사유는 추상적이며 불투명하게 

규정하고 있어 다툼이 소지가 있고, 업종변경에 대한 중요성에 비하여 판단기준으로 하

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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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입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451)

최근 하급심 판결452)에서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인쇄소로

운영하던 임대 건물을 편의점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이유로 임차인

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사안에서, “(계약갱신의무가 있는 기간을 지나) 자신의 계획 아래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려는 임대인의 업종변경권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임대인이 업종변경을 이유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는 듯 한 판시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사안들에서는 용도변경 관련한 정당성 판단 문제

가 전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453) 신규임차인은 기존임차인

의 영업시설 및 무형적 영업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것

451) ①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권리금이 감소되거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없어지는 경

우 업종변경만 하면 모두 다 임차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한 사

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오히려 임대인의 업종변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영업종류가 변경되면 권리금 하락은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것인데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

면서 임차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포섭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으로 결론을 내리되, “앞으로 법원에서 해석할 때 임대인의 권한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 법을 만들면서 공통된 의견이

다.”라고 하였다; 국회사무처, 국회회의록 제19대 332회 법제사법소위원회 제3차, 2015. 

5. 4, 5~10면.

452) 울산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가단4159, 2016가단53526 판결.

453) 전주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25992 판결;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위한 공

사를 진행할 계획을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사안이었으나, 임차

인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차기간 끝나기 3개월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 주선하지 않았다는 

점과 전대차를 한 사유가 있다는 점 때문에 임대인에게 권리금방해금지의무가 없다고 판

시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임대차계약체결 거부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5349361 판결에서도, 

임차인이 커피숍 및 게스트하우스로 영업하던 임차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은 ‘사무실로만 

임대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는데, 임차인이 카페인수자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고 주

장하였으나, ‘주선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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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임차인 측에서 기존의 영업과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용도나 업종을 변경하

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지위가 기존의 임대차관계보다

더 열악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업종이나 용도를 변경할 우려가 있다면454) 이러한 임

대차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권리금 방해행위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455).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임차권 양도에 대한 정당성

심사에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점포에서 영업을 하기 위

해서는 그 사용용도의 성격상 임대점포를 물리적으로 개조하거나

변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점포의 관리의 관점에서 임대

점포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이유

로 임차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될 수 있다고 보았다.456) 다만, 신규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임대점

포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판단은 임대인의 주관적 관

념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구판매점을 했던 장소에서 택배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기존의 사용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전대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

기도 하였다457).

454) 예컨대 신규임차인이 유흥주점과 같이 건물자체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영업을 하

고자 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용도와 다른 업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55) 김용희·홍선관, 앞의 논문(주 323), 26면; “만일 임차인의 새 임차인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소음, 악취, 분진 등 건물 가치하락과 관련된 업종들이 입점할 수 있으며, 그

렇게 되면 동일한 상가에 입주한 업체들 간에도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456) Van Sloun v. Agans Bros. Inc. 778 N.W.2d 174,180;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25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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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항은 국회의 입법논의 과정에서부터 독소조항으로 비판을

받았다. 첫째, 영리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

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 입법과정의 회의록을 살펴보았을 때에

는458) 임대인만을 주체로 염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임대인이 특수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용대

차를 주고, 신규임차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와 같은 탈법적

수단을 막기 어렵다. 둘째, ‘영리목적’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점이 있

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후 이를 세입자에게 임대

한 경우라면 임대목적물 자체는 ‘주거’라는 비영리 목적물에 해당하

지만, 임대인은 임대업이라는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셋째,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소유권의

기본적 권능인 사용권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459) 넷째,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유지하여 차임손실을 보는 것보다 권리금이 큰

금액일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손실을 감수하고 1년 6개월 후 이를

훨씬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법은 이

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을 삭

제하고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안에

457) Asrtoria Bedding v. Northside Partnership, 657, N.Y.S. 2d 796(1997); 김제완·박

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주 210), 101면 재인용.

458)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441), 37면.

459) 조장우, 앞의 논문(주 383),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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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

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규정은 임대인이 계약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논리적으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

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필요 자체

가 생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나. ‘그 밖의 사유’로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성 유무’가 다투어

진 판례 사안

(1) 임대인(또는 가족 등)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례는 대체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자기 딸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460), ‘아들이 사용할 예정461)’이

라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고 하더

46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9. 6. 선고 2015가단14989, 111880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이 ‘자신의 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케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1년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었으므로 임

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금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설사 임대인에게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임대인이 권리금방해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461) 대구지방법원 2016. 7. 26. 선고 2015가단123389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들이 

사용할 예정이니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사유로 권리금회수기회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

으나, 이 사건은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방해금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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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기간이 충분히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회수할 만큼 장기간이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 임대인이 ‘(자녀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

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24. 선고 2015가단28431 판결

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임차인이 1층을 소매점으로 임차하

여 사용하고 있었고, 2층과 3층은 다가주택용도로 지정되어 있었는

데,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에 직접 입주하기로 하고 3층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1층도 주차장 및 주방으로 개조하여 자녀들의 주거

용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D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한 사안이었다. 이에 법원

은, “원고(임대인)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상가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와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고 이는 임대차계약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판례는 임대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주거용’으

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직접 영업을 할 필요’로 임대차계약체결

을 거절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9. 29. 선고 2015가단37096 판결

은, “원고(임대인)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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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있고, 피고

(임차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 10년은 피고가 들인 권

리금 상당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는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처분권이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사정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

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판례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건물에서 자신이 영업을 할 목적을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바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충분한 기간(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

을 기준으로) 임차하였는지 여부를 부차적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

다.

(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하여 사용(임대업으로 사용할 목

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44455 판결462)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선택한 신규임차인(임대인 건물의 다른 부분을 임차

462) 원고(임차인)가 2012. 4.경 피고(임대인)으로부터 임차(임대차기간 2년)한 이 사건 부

동산은 101호와 102호가 벽체 없이 1개의 호실로 되어 있고(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

함), 103호 부분(임차인이 창고로 사용함)만 벽체로 분리되어 총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져 있었다. 임대차 당시 103호는 원고(임차인)가 사용하되 101호는 타에 임대하기로 하

는 합의가 되었으나, 102호까지 타에 임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

툼이 있었다. 원고(임차인)은 101호, 102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여 시설투자비와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임대인)가 102호에 대한 합의부분을 다투어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임대차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원고(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

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임대인은 2014. 6. 30. 자신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을 체결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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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던 자)과 임대차계약체결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임대차계약이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로서 임차인의 신용, 자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 및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과 계약체결의 자유를

고려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반드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요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의칙상 임대인이 임

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를 통한 권리금의 회수에 협조할 의무는 있

다 할 것”이라고 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거는

신의칙에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무실로 운영되던 임대건물을)

염색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임차인이 임차를 원하여 원고(임차

인)와 사이에 한 차례 논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임대인)가 임차인이

많아지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자신이 직접 쌀판매점을 운영

하려고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

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

거가 없다.’고 판시463)하였다.

결국 법원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신의칙에 어긋나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검토

463) 결국 이 사건 피고(임대인)는 이 사건 임대건물의 다른 부분을 임차하고 있던 자에게 

이 사건 건물까지 추가로 임대하였는데, 이와 같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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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권은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464),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이 스스로 사용할 필요가 생겼다는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위

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볼 경우 자칫 임대

인이 이를 악용하여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몰각

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형성한 영업권을 이용

할 목적으로 임대인들이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퇴거를 요청’하

는 바람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

고 있다.465)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와도 연관하

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위 규정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

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보면466) ‘제공’이 아닌 ‘사용’으로 규정한 이유는 임대인이 직접 사

용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려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다만 기간(1년 6

개월)과 목적(영리 목적으로 한정)을 제한하여 임대인의 점포에 대

한 소유권의 권능 중 사용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자 하였다.467) 따

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반대해석 상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직접

464)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465) 마음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앞의 보도자료(주 416)에 따르면, 가로수길 풍원, 홍대 

참숯만난닭갈비, 홍대 행복전, 안양 참치한마리 등이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퇴거를 

요청한 사례’라고 한다.

466)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348), 40면; (김도읍위원) “보통의 경우는 어떤 경우

냐 하면 권리금이 문제가 아니고 장사 잘되니까 자기가 쫓아내고 내가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쫓아내자마자 자기가 그대로 영업이익을 누려 보겠다. 이런 경

우가 거의 태반이지, 태반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지. 다른 사람 해 가지고 뭐 그것은 아

니에요.”라고 언급하여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까지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467)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위 조항 자체가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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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임대

차목적물을 영업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정면으로 판결하기보다 임대

차기간이 계약갱신기간을 도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금지의

무를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

여 5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영리목

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

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한 사유들은,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

정이 있거나(1호, 2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이 권리금을 지급받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경우(4호)이다.468) 임대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생겼다

는 사정은 임차인이나469)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는 전혀 관계없

는 임대인측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

한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결과

468) 3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69)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신뢰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 자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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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한다. 일본의 판례 중에는 임대인이 거주할 필요가 있어 계

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일정한 퇴거료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정

당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470)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

다.

(2)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한 협의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가) 부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213263 판결

1) 사실관계

① 원고(임차인)는 2007. 9. 8. 피고(임대인)로부터 2년간 이 사

건 점포(음식점 운영)을 임차하였는데, 이후 2회 갱신한 후 다시

2014. 9. 24. 임대차기간을 2015. 9. 24.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②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기간 만료 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③ 원고는 2015. 7. 13. 피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우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0. ‘임차목적물

을 타인에게 임차할 의사가 없고, 업종을 달리하여 피고가 직접 운

영할 예정이며 내부 인테리어 등과 관련한 견적서를 준비 중에 있

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470) 大阪地判昭 1959. 11. 12. 判タ546号176頁, 김제완·박현정·이유나·모승규, 앞의 논문

(주 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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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④ 원고는 2015. 8. 22. E와 권리금 6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5. 피고에게 E의 자력과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원고와 E사이의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

히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2) 법원의 판단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그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

의하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아니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합36574,

36761 판결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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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3.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0.

3. 19.부터 2011. 4. 19.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점 영업을

해왔는데,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임차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통고를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청구함으로써 어떠한 신규임차인과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로써

임차인인 피고들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주선하는 것 자체를 불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이 역시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무엇보다도 법정갱신된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이

자신에게 보장된 법적인 권리인 갱신거절권 내지 해지통고권을 행

사한 것을 두고 이를 덮어놓고 위법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판

시하면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지통고 이전에 임대인과 새로이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거나 혹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물색, 주선하는 등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임대인이 단지 민법에 따른 해지통고를 한 것만으로 임차인

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주선함으로써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보하

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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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42311 판결

1) 사실관계

① 원고(임차인)는 약사로 2011. 8. 1. 전임차인 F가 약국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건물을 권리금 65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고, 같

은 날 임대인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기간 2년)하였다.

② 피고들(임대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하자, 원

고는 2013. 8. 21. 피고들과 임대차기간은 2013. 8. 1.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인 2015. 6. 3. D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임차권 및 이와 관련

된 영업권, 시설비용 등에 대하여 권리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권

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원고(임차인)은 2015. 6. 5. 피고(임대인)에게 ‘약국을 내 놓

았는데 다행히 약국을 인수할 약사님이 계셔서 연락드립니다. 5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

라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주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문자메세

지를 받은 후 바로 D와의 권리금계약을 해제하고 2015. 6. 5. D에

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④ 피고들은 2015. 6. 8. 원고에게 “임대차종료 후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D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종료 즉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들은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이 권리금을 법제화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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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보증금 및 차임 산정에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므로 D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를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할 예정이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권리금회수 보장 기간 내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주어야 하며, D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

할 자력이 있는지 및 임차인으로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⑤ 원고는 2015. 6. 30. 피고들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차조건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는 2015. 7. 1. ‘10프로 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새 임차인과 협의하려고 하

니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연락을 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직접 이 사건 상가건물을 사용할 의

사를 가지고 있어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의사를 확고히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금 배액 배상

을 피하고자 피고들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 바로 D와의 권리금계약

을 해제하는 등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이 2015. 6. 15.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직접 사용하겠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누구인지,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절의 의사표시가 그 대상과 그 의

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5. 6.

15. 신규임차인을 특정하여 신규임차인 주선에 대한 의사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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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피고들이 신규임차인과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

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 바로 D와의 권리금계약을

해제한 것은 원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이와 같은 내

용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5. 6. 15. 이

전에 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는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거절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

다.”고 판시하였다.

(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1103

판결

위 사안은 피고(임차인)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으

로 사용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원고)이 건물을 상속하였

는데 상속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그 기간 동안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

지받았다. 이에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권리

금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건물의 반

환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5335805 판

결

위 사안은 원고(임대인)가 2008. 3. 19. 피고(임차인)에게 2012.

3. 23.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2012. 3. 21. 다시 2013. 3.

23.까지로 연장합의를 하고, 2013. 3. 22.에는 2014. 3. 23.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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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합의를 한 후 이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9.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

지하였고, 2015. 9.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0.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신규임차인을 구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

를 알게 된 원고가 “자신의 허락 없이 부동산에 매장을 내놓았느

냐”고 항의하자,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활

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 해지의 통지가 된 2015. 9. 30.부

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3.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면

서,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바) 검토

위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통고를 하거나 건물반환청구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

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

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6574 판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가단21326 판결에서 판시하였듯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거

나 건물반환청구를 한 이후라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를 주선하면 임대인으로서는 진지하게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임대

차계약체결에 노력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임대인

의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차

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

을 의사를(예를 들어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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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한 상태인데,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임

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결국 체결하지 못함으

로 인해 발생할 위험(예를 들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을 받았다가 임

대차계약체결이 결국 체결되지 못해 권리금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을 져야 하는 점)을 감수하면서, 혹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471)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특

정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나마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주선행

위’의 요건에서 살펴보았듯 임차인에게 엄격한 요건으로 주선행위를

하였는지 보는 것은 부당하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와 권리금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는지, 권리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사전에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기 전에

권리금계약을 미리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계획 정도로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단순히 미리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고 주장·통지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사례들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

471)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곳에 신규임

차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할 자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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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가 있다고 주

장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통지만을 미리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들로, 그러한 경우는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금

지의무 면제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의무 자체는 발생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체결

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가단11777 판결

1) 사실관계

① 원고(임차인)은 식당을 운영하고자 2012. 5. 21. 피고(임대

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고, 전 임

차인이던 D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을 주고 냉장고 등 비품일체를

인수하였다.

②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갱신된 이후인 2014. 5. 21. 임

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원고가 2014. 11. 6.경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2015. 3.경 “집을 새로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차인들

을 모두 다 내 보낼 예정”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소개한 새 임차인

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고, 2014. 12. 12.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③ 그러나 피고는 2015. 3.경 재건축을 하지도 않았고, 기존의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지도 않았으며, 위 점포에 새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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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원고가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

금을 수령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며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는 법적성격이 불법행

위라 판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은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규정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직접 이용할 필요가 생겼다

든지 다른 용도로 임대하여야 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비록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

는 피고가 허위의 이유를 대면서 부당하게 그러한 기회를 박탈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가단193129 판

결

1) 사실관계

원고(임차인)는 2010. 11. 30.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

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매년 1년

씩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는데,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게 “옆

건물 신축 예정일인 2015. 5.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예

정”임을 알렸고, 다시 2015. 9. 1.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

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음을 알렸다. 이에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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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 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신축된 지 33년 이상 된

건물이고, 피고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

델링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

여 왔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시하였다472).

(다) 검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주선하

였을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권리금회수 방해의무를 지지 않

는다.473) 위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 등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방해금지 의무가 발생하되, 다만 그

러한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절행위인지 여부를 다시 심사할

472) 또한 이 사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임대차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에 이르렀

으므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473)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 실제 사례에서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를 두고도 분

쟁이 많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미흡하다

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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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777 판결에서는, 임대인

이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

약체결을 거절한 것이 결국 ‘허위’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당한 이

유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실제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경우 자칫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

재건축을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난 후에야 그것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되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우려가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3129

판결은, ‘임대인이 미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지’하였고, ‘건물

이 33년 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는데,474)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을 주장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한 것으로 보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보다 엄격하게 정당성 여

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4) 임대인의 자금난으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가단7469 판결은, 임차인

이 골프연습장의 1층 골프용품점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골프연습장

을 운영하던 임대인이 자금난에 빠져 골프연습장 부지를 B에게 임

대하였고, B는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곧 시작할 계획

이었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그와 같은 계획이 알려져 임차인으

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사안이었

474) 위 사안 역시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사유가 있다는 점

을 주장·입증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미리 통지한 것에는 ‘구체적인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고지’한 것이 아니었으며, 33년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안전사고의 우

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방해금지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

유 없는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보면, 위 판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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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임대인)는 이 사건 점포의 골프연습

장 운영을 중단할 것이므로, 원고(임차인)가 권리금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여도 이를 거절하게 될 것이

명백하고, 또 그러한 뜻을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인바 정당한 사

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피고의 자금난을 이유로 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은 정당한 사

유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임대

인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판단하였다. 임대인의 자금난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라 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6.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가. 입법취지 및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은 임대인

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여 임차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475)

(2)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

475)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441), 55~56면.



- 203 -

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

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

지할 의무가 있다476)는 것이 종래 판례의 입장이나 이는 계약 당사

자의 의무를 설시한 것이다. 임차인은 신규임대차계약의 거래당사자

가 아님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임대인의 보호를 위

해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477) 이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

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478)라고 할 것인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

로 개인정보침해 우려 사항인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생략하거나

비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된다는 견해도 있다.479)

나. 정보제공의무의 대상 및 수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서는 정보제공의무

의 대상 및 수준에 대해 ‘임차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라고 한정

하였다. 이에 대해 매우 추상적이고 객관성을 잃은 규정으로 정보제

공의무가 신의칙에 의거해 계약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

된 목적이므로 가능한 그 범위를 객관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범위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480) 그러나 임차인은 신규임차인

47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477)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중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데리고 온 사람

을 소개시켜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숨기면서 소개시켜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여 진다.”고 하여, 신의성실의원칙에 근거한 조문이라는 언급

이 있다.;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348), 18면.

478)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 결정.

479) 이재삼, “상가건물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제62집, , 한국법학회, 2016. 6, 370~371면.

480) 박상태, “권리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2, 10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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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예를 들어 세금체

납 여부나 파산여부 등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

할 의사 및 능력’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정

확하게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2) 판례는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신규임차인이 존재한

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481) 임차인의 재정능력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시482)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에서는483),

“(임대인이) 약사로서의 자격증명서(이 사건 건물은 기존임차인이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내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자력 또는 능력과 무관하거나 개

인 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예금

잔고증명서 원본, 약국운영 단기계획서 및 장기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점”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보

다 무리한 요구라고 보았다. 위 판례의 판시 내용을 종합하면, 임차

인은 ‘통상의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요구되는 정도’의 정보 중 ‘자신

이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따라

서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내용(권리금 액수, 권리금 지급시기,

4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5349361 판결.

482) 부산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5가단5715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가합100892 판결 등

483) 다만 위 사안은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인 차임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안이어서, 그 점 역시 지적하며 정당한 이유

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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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등)과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알게 된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의 사정484)을 사실대로 제공하면 족하고 것이지, 이에 나아가

일률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범주를 정하여 임차인이 특정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

당하다.

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 대한 충

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

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485)과 애초

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한 것 자체가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본 것486)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제공의무는 주

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단계에서 검토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체결 거절이 정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

에서 정당성 심사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임차인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보를 고의·과실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임대

인이 ‘정당한 사유’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에 보다 부합한다고 하겠다.

484)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앞으로 임대차목적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과거 동일 업종의 상가를 운영한 적이 있는지, 권리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것인지 등을 영업을 인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나아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신용상태, 경력, 자산 

등을 조사하여 제공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범주를 정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부적절

하다.

4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 판결.

486)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6가합100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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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아가 임차인이 허위 또는 부실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임대인

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명시적 규

정이 없으므로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487) 임차인이 임대인에

게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여 임대인이 그러한 손해배상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로 귀결되어 결국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의 허위 또는 부실 정보 제공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5절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특별법상 법정

책임인지 여부가 해석상 문제된다.

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

① 우리 법은 계약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487)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348), 56면;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수수하고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이후 신규임차인에 의한 이행이 제대로 되

지 않을 때 비로소 손해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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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당사자의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해금지의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인정되는 부수적인 계약상의 의무라

는 것이다.488) 이 견해는 방해금지의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

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무

관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계약책임으로 볼 경우 민법 제390조

이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489) ② 한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으로 방해금지의무를 도출하는 견해도 있

다.490) 이 견해는 당사자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무자의 급부

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기타의 부가적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보호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계약관계가 종료

된 이후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권인 권리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다.491)

나.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견해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492)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488)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48~151면.

489)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52면.

490) 김서기,앞의 논문(주 346), 27면.

491) 김서기, 앞의 논문(주 346), 27면.

492) 김승종, 앞의 논문(주 311),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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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협력의무로 의율하려는 취지가 있

었으나 방해금지의무로 통합되어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에 가깝게 되

었다는 견해493)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서 권

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명문의 규정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간접적으로 입법한 것과 같다는 견해494)

등이 있다.

다. 법정책임으로 보는 견해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해금지의무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의무라고 한다.495)

라. 하급심 판례의 태도

하급심 판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조할 의무

는 ‘신의칙’에 있다는 판례와496) 임대인이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임

차인이 권리금을 수령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고 본 판례497)가 있으나, 판례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검토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보는 견해는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

493)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32면.

494) 김현선, 앞의 논문(주 368), 223면.

495)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82~84면, 조장우, 앞의 논문(주 323), 84면.

496) 수원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44455 판결.

49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가단11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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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그러한 법률효과를 의욕했을지 의문이고498) 특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큼에도 이를 임대인에게 의무적으

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반론이 생길 수 있다.499) 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임차인의 재산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인데, 채무불이행

설에 따를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이 인정

될 수 있어 그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500)

또한 불법행위책임설로 보는 견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위법하다고 의미하

는 것임으로 부당하다. 방해금지의무는 임대인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점포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한다는 법

정책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과 상관없이 임대인

에 대한 관계에서 점포 임차인의 영업이 마치 절대권처럼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501). 임대인이 더 높은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되려

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혹은 직접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임

대인의 행위가 고의적으로 임차인의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금지

498) 상관행적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인들은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가 상

당하였다(제2장 제4절 3. 임대인과 권리금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참고).

499)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82면.

500)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행태의무 위반을 전제한 것으로, 고의나 과실을 구체화하는 임대인의 행태를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임대

인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

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

유인지 없는지 와는 무관한 것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행태의무 위반을 전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01)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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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성격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정한 특별법상 법정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법정

책임으로 볼 경우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 생

길 수 있는 이론적 난점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502) 민법 제393

조의 일반적인 법리를 배제503)하고 법정 손해액만의 배상을 인정한

취지504)를 설명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은 신

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격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는 민법 제390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505) 먼저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객

관적 가치를 넘어설 수 없는데,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영업의 객관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

502)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83면.

50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서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

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인(채무자)가 임차인에게 생긴 특별한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04) 조장우, 앞의 논문(주 323), 84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 후단에

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규정은 동법이 권리금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임

대인의 재산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임대인의 가혹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한 특별한 제한 또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 이념의 고려로 해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5)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54~155면.



- 211 -

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드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으며, 영업의 시장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506) 또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영업의 요소507)를 제외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

에게 권리금을 받지도 않았고, 점포의 장소적 이익이 임차인에 의해

서 형성된 것도 아닌 경우에는 점포의 장소적 이익 역시 제외되어

야 한다고 한다.508) 그러나 이와 같이 제외될 요소들을 산정하는 것

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손해배상

액에서 일정비율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다. 이와 같은 영업가치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점포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비용으로 손해배

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509)

(3)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격을 불법행위책임설에 따르

면, 손해액은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6조가 적용되어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한다.510) 이

견해에 따르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 제396조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임차권양도가 허용되어 임차권양도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금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임차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의 배상을 규정

506)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55~156면.

507) 예를 들어 영업의 무형적 요소인 노하우나 영업비밀은 갱신거절과 상관없이 존속하며, 

시설이나 설비도 임차인이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김영두, 앞

의 논문(주 297), 156면.

508)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57면.

509)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57면.

510)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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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한다.511) 또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상한으

로 정한 것은 외국 상가임대차 법제에서의 퇴거료 보상과 같은 보

상 법리를 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책임설

과는 달리 오히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함께 규정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법원이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이념인 손해공평 부담의 원리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굳이 손해배상범위를

정하면서 손해배상제도에 의한 금전배상과 함께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른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평가액’을 함께 규정할 필

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512)

(4) 앞서 검토하였듯,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은 법정

책임설에 의할 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정책임설에 의한

견해에서는 이 규정의 의미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513) 하나는, 본래 임차인의 손해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상당액이지만,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통모

등으로 위 권리금이 과다하게 결정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를 모

두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

리금 평가액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는 규

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514)또 다른 하나는 임차인에 대한 배

상액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권리금 평가액으로 정해지지

만,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이 있다면 그것이 객관

적인 권리금 평가액으로 추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515) 앞서 권리

511)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32면.

512) 김남근, 앞의 논문(주 242), 34면.

513)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84면.

514)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84~85면.

515)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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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회수의 의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은, ‘임차인이 형성한 객관적인 영업가치 내에서 임

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자유롭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때 후자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다만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비

교적 그 의미가 명확하나,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

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

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권리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기준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산정기준’

(1) 종래 권리금 산정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산정기준을 고시하기 전에도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권리금은 그 산정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여 권리금 산정방식

의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① 입지조건이 좋은 경우와 입지조건이 나쁜 경우를 구분하고

다시 장사가 잘 되는지 여부에 따라 6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여 순수

익과 시설비의 합으로 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516)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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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고 상당부분을 구

성하는 12개월 상당의 순이익이라는 것이 입증이 쉽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방식이다.517)

② 먼저, 시설권리금의 경우 영업시설과 재고자산의 가치를 원가

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내용 년수는 5년을 기준

으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518)

지역권리금은 계약임대료와 시장임대료의 차이를 현재가치로 환원

한 임차권의 가치로 보고 평가한다. 즉, 일반적으로 신규임료는 임

대차계약 시점에서 부동산 사용수익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에 부

응하는 적정임료로서 정상임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계약의 해지가 쉽지 않고 임대차시장이 제한되므로, 통상 과

거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따른 계속임료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계속임료와 정상임료와의 차액

에 대한 현재가치 합계가 지역권리금이 된다는 것이다.519) 임차인이

516) 박경환, “창업귀신이 되지 않으면 성공은 없다.”, 중앙경제평론사, 2002, 133~136면.

구분 상황 권리금산정방법

입지조건

이 좋은 

경우

1 장사가 잘되는 점포 1년 동안의 순이익+시설비

2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에 있는 

경우

약간의 순이익+시설비(주변 점포

들의 순이익 감안산정)

3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이하인 

점포
약간의 시설비

입지조건

이 나쁜 

경우

4 장사가 잘되는 점포 주변 점포들의 순수익 감안 산정

5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에 있는 

경우
약간의 시설비

6
장사가 안 되어 손익분기점 이하인 

점포
-

517) 박정화,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권리금 보상평가”, 토지보상법연구 제15권, 한국

토지보상법연구회, 2015, 92면.

518) 박상현, “상가권리금 보상과 평가”, 부동산연구 제21집 제3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12, 66면.

519) 박상현, 앞의 논문(주 520), 65면; 다만 유형물의 가치(시설권리금)와 무형적 재산가치

인 영업권까지 확대한 임차권의 가치는 다음의 수식에 따라 계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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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노력으로 점포를 활성화하여 형성한 권리금인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대가

로 영업권의 대가에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서, 영업권의 가치를 수익

환원법에 따라 초과 순이익에 대한 예상존속기간에 걸친 현재가치

합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520) 이와 같이 계산한 세 가지 평가

액을 합하여 권리금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

(가) 입법취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점포의 영업이익, 시

설현황, 인근 상가의 권리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감정평가

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고, 개별 점포의 권리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아니다.521) 또한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등 당사자 일방에 의한 획일적인 권리금 산정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522), 고시에 의한 권리금의 산

임차권의 가치=(시장임대료-계약임대료)× 

  
+(임차개량물의 잔존가치)

   n: 임대차 기간, r: 임차인의 자본환원이율

520) 박상현, 앞의 논문(주 520), 66~67면;

   영업권의 가치=(평균순이익-순자산의 공정가치×정산순이익률)×

  
이므로, 

   영업권리금 = 대상점포의 초과영업이익×
  

라는 것이다.

   “여기서 n은 초과영업이익의 지속기간으로 영업환경에 따라 변하고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장에서 단기화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기간인 5년

이 허용한도로서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환원이율 r은 초과영업이익의 

불확실성, 위험을 고려하여 임차권의 환원이율보다 높을 것이다.”

521) 기획재정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자료, 2014. 9. 24, 35면.

522) 정수경, 앞의 논문(주 448), 184면; 이에 대해 일부 견해는 사적자치에 의해 수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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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해당 시기의 경제상황 등이 반영되어 일정한 시기별로 산정액

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고시 제정을 통하여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모색하기 위함523)이라고 한다.

(나)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단계524) 및 감정평가 방법

첫째 기본적 사항(대상물건, 기준시점, 기준가치 등)을 확정하고,

둘째 처리계획(사전조사계획, 실지조사계획, 가격조사계획, 감정평가

서 작성계획)을 수립하며, 셋째 대상물건에 대한 사전조사와 실지조

사를 실시하고, 넷째 자료(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를 수집하

여 정리하며, 다섯째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분석하고, 여섯째 감정평가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하며

(대상물건의 특성이나 감정평가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정, 그 방법에 따라 시산가액을 산정), 일곱째 감정평가액

을 결정하여 표시(시산가액 조정 및 구체적인 가치를 최종결정하여

감정평가서에 가액 표시)한다.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영업활동에 사용

하는 영업시설, 비품, 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

을 유형재산으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을

무형재산으로 각 정의하고,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1차적 기준으로 구

권리금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것은 사법의 영역에 공권력의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523) 정명운·이준우·이준호·허강무, 앞의 논문(주 337), 70면;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5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77호, 2015. 6. 15. (http://www.law.go.kr 참고, 최종방문

일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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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가에서 감가 상각하여 평가하거나 중고거래가격으로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절적한 경우 2차적 기준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무형재산은 임대차계약 종

료 시점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환원법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 점포의 권리금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형재

산과 무형재산을 일괄하여 감정 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먼저 유형재산에 해당하는 시설권리금의 평가방법의 경우 그 평

가의 대상과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과 임차인이 건

물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수거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거권을 행사할 시기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

다.525)

무형재산 중 영업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은 1차적으로 수익환원법

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기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

충분한 면이 있다고 한다.526) 또한 위 고시가 아무런 부가적 요건

없이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을 2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

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왜냐하면 영업권리금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

인의 노력으로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영업을 창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왕에 실현한 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한

기대이익 흐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거래사례비교법(동

종 업계의 평균적 이익)으로 평가할 경우 입법목적을 일탈하여 아무

525)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90면.

526)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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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증명도 없이 임차인이 수익성 있는 영업을 창출하였다고 간주하

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527) 이에 더하여, 현재까지는 권리금

거래계약의 신고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객관적인 권리금 수준

을 파악하기 어렵고528)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임차

인이 하던 영업과 다른 영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감정평가시

영업권리금 감액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무형재산 중 장소적 이익과 관련된 바닥(지역)권리금

에 관한 문제이다. 이 부분은 입법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많았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장소적 이익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권리금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529)는 지적과

영업권리금과 달리 점포의 위치상 이점을 반영한 장소적 대가로서

의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바닥권리금은 상가권리금을 과도하게 높

여 창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어 다른 권리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530)가 있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도 영업권리금과 바닥

(지역)권리금이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영업이익에는 장소적

이점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도 무형이익에 영업권리금과 바닥(지역)권리금을 구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만을 제외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국토교통부만으로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결국

법원이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해결을 할 수

527)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86면.

528) 김승종, 앞의 논문(주 311), 109면.

529) 이상용, 앞의 논문(주 213), 89면.

530) 이성영, “상가권리금 제도화 방안 모색에 관한 소고-권리금 측정방안을 중심으로-”, 

부동산포커스 vol83,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5. 4, 4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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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을 것531)인데, 이러한 판례를 통한 이론이 축적되기까지는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또한 수익환원법의 경우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 등의 자료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임차인의 특성으로 인해

적정한 영업이익의 정확한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532) 거래사례

비교법의 경우 지방일수록 사례도 별로 없고 있더라도 권리금 수준

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 이를 평가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무형적 가치 평가를 제외해달라는 감정평가사들의

요청이 많아 분쟁 해결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533) 권리금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권리

금 신고의무를 두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권리금을 양성화시켜 나

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534)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535)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531) 법원은 이러한 감정을 판단의 보조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

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

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

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등)

532) 박정화, 앞의 논문(주 519), 92면.

533) 내일신문, ‘감정평가 거절로 권리금소송 지연’, 2016. 4. 14.자 기사.

534)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441),47면(이한성위원) 입법논의 과정에서는 임차인

이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그 동안의 영업력을 수립하는 방안을 통해 명확한 권리금 산

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권리금 자체도 신고의무를 두어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확

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53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더구나 일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에서도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판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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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536)과 광주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35558, 2016

가단512144 판결537), 부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

213263 판결538)에서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보다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가 낮아 감정평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9. 선

고 2015가단11777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2500

만 원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다만 임차인이 자신이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

하였던 권리금 2000만 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3. 소멸시효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의 손해

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는 제소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기간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국회 입법당시의 논의를

보면 소멸시효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539) 시효제도의 운영은 그것이 법적 안정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

고 법질서 자체의 목적은 아니라는540) 점에서 원 권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541) 3년의 단기 소멸시

536) 권리금 감정금액은 89,870,000원이었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

리금은 100,000,000원이었다.

537) 권리금 감정금액은 70,000,000원이었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

리금은 90,000,000원이었다.

538) 권리금 감정금액은 40,000,000원이었고,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

리금은 60,000,000원이었다.

539) 입법자들은 이 규정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국회사무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임시회, 2015. 2. 24. 

제1소위원회), 44면.

540) 지원림, 앞의 책(주 167), 392면.



- 221 -

효를 규정한 민법 제163조의 입법이유를 빗대어 보면, 단기소멸시

효의 존재이유는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영수증 등이 교부되는 일이 많지 않아 단기간에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게 되는 점’이나 채권이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거

래의 관행이라거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542) 그런데 권리금회수기회를

박탈당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와 같은 단기소멸시효의 존

재이유에 부합하는 사유를 찾기 어렵다.543) 특히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

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실질

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월밖에 안 되는 셈

이다. 더구나 임차인 중 33.4%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

른다고 답변을 하기도 하였는데544),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했

다는 사실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그와 같은 임차인들은 손해배상청구권

이 발생한 지 여부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로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을 통해

임차인이 창출한 영업 가치를 충분히 보호해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

를 위해서 소멸시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41)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은 ‘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

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542) 이기용·임건면·임상순, “한국민법에 있어 소멸시효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리연구”, 

한국민사법학회(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07. 12, 31면.

543) 입법과정에서는 10년으로 할 경우 법률관계가 불안정해 진다는 측면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3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앞의 국회회의록(주 

541), 44면.

544) 중소기업중앙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 임차상인 의견 결과보고서’, 2014. 

10, 9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임차인의 48.3%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모

른다는 답변도 33.4%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개인서비스업의 인지도

(60.5%)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45.8%)보다는 서울외 지방지병(50.0%)의 인지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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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

권리금 관련 분쟁은 대부분 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

차인 등이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명도거절 항변 형태

로 나타난다.545)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들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판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건물 명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건물 명도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546)거나 설령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

로 하는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547)하였

다.

5. 입증책임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에 대한 손

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

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에 관한 규범설적

입장에 의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유리한 권리근거사실을 입증

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은 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

사실 및 권리저지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방해금지의무의 발생을

저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

한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545) 이재삼, 앞의 논문(주 481), 359면.

5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1658 판결.

5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5320332, 2015가단51982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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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점

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의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4호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의 입증책임으로 전환하여 해석함이 바람직

하는 견해가 있다.548) 그러나 판례는 ‘현저히 고액인지 여부’에 대

해서도 임차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549)

(3)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

절하여 방해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이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각호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인은

위 각 호 사유 이외의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을 거절한 사정’과 더불어 ‘그러한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관한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임

차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임대인

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550) ‘신규임차인에게

자력이 없다.’점은 그것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

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

548) 조장우, 앞의 논문(주 323), 85면.

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합550637 판결;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

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기존 월차임 12,500,000원에서 6,000,000원을 인상한 금액

인 18,5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단5349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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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입증책임이 있다.551)

제6절 검토

오랜 관행이었던 권리금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다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하

여 상가권리금제도가 입법화되었다. 이 장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의 제·개정 과정과 권리금의 법제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 후 최

근 입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규정 및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는 임대차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이 제외된 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이 배제

된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이 지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

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었다. 하급심 판례는 상반된 입장을 나

타내는 판례가 모두 존재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례에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명백한 규정 없이 해석만

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다.

다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해, ‘임차인

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규

정을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가 맞물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히 소개 또는 통지하는 것만으

로는 ‘주선’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551) 김영두, 앞의 논문(주 297),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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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례에서는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나아가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그러

나 정보제공의무는 ‘주선행위’와 결부하여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

니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신규임차인이 되

려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체결을 하고자 하

는 지’를 나타내며 소개·통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주선행위를 하였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방해 행위의 시기가 임대인의 계약갱신 통지기간과 차이가

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에야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는 경우 임차인은 단 1개월 만에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바, 갱신거절통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갱신거절 통지

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임대차 존속 기간 중이라 하더

라도 임차인이 사적처분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으므로, 임대차 존속 중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도 도입되

어야 한다.

셋째,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는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있을 때 면제

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 목 무단전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

목의 재개발·재건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보상제도와 우선입주

권 등을 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의 유형과 정당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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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방해 행위 유형에 대한 열거 규정과 정당

한 사유에 인정되는 예시규정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용도변경과 관련된 문

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문제 및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해석과 적용이 문

제되고 있다. 특히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일률적인 제한이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공실로 유지하여 차임손실을 보는 것보

다 권리금이 큰 경우 임대인이 이 조항을 악용할 우려 등이 있는

점에서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정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

정 기준에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만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부

분이 남아 있다. 장기적으로 권리금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권리금 신고의무를 두어 세금을 부과하여 권리금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

가 필요한 지점이라 하겠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권리금에 대한 일반론과 권리금 이전의 논의를 바탕으

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최초로 규정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에 대해 하급심판례 분석과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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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 규정을 둔 취지는 권리금

그 자체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영업활동의 지속성

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불균형한 협상력을 공평

하게 바로잡고자 한 것이었다. 사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가장 직

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차존속기간을 충분히 보장하

고, 임차인이 형성 또는 투자한 영업 가치를 사적으로 처분할 수 있

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영업보상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규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해

석론을 남기고 있다.

현행 권리금 보호규정은, 임대인과 상관없이 임차인들 사이에 권

리금액이 결정되고 지급되는 관행이 상당하였기에, 최대한 임대인의

반발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다보니 애초 입법취지와

는 달리 임차인의 영업활동 및 영업가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크

고, 임대인에게도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가 생긴 것이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하기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

는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체결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

판을 줄이기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범위를 규모, 장소, 임대차기간, 목적물의 소유형태(국유·공유) 등에

따라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무

단전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폭넓은 면제사유를 인정

하고 있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의 발생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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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임차인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법 시행이 약 1년이 넘는 시점에

서 벌써 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임차인들은 여전히 권리금이

아직도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권리금 자체의 보호가 아닌 임차인의 보호 차원에

서 현실적으로 투하자금의 회수가 불충분한 임대차 존속기간을 늘

리고, 재건축·재개발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를 해야 할 때에는 퇴거보상을 하며,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를

보다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권리금 회

수기회 보호규정이 도입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전면

삭제하고 다른 측면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미비점을 보

완하여 권리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국유·공유재산의

임대차 역시 보호 범주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

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인 5년을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이 필요하며 임

대차 존속 중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의무의 예외 사유와 관련하

여, 무단전대차를 일률적으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동안 법

원이 인정하고 있던 ‘배신행위론’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

리 판단할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유가

있을 경우만이라도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의

정당한 이유로 ‘1년 6개월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권리금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권리금을 신고하도록 하여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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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임대차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

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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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emium 

Payback Opportunity i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hin, Okyoung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ercial tenants pay a very high level of Premium to 

start operations, or invest huge sums of money and effort to 

form a business. The majority of tenants intend to recover 

their business value mainly through the transaction of 

Premium. However, there is a lack of legal protection for 

Premium although Premium has been customarily recognized 

in practice.

 There has been a continuing need to protect the business 

value of the tenant and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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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e Premium through the existing tenant protection 

system.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 legally 

guaranteed recovery period is too short to recover the 

investment cost under the existing protection because the 

maximum lease term guaranteed und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s limited to 5 years of from 

the beginning of the tenancy. Transfer of lease or Sub-lease 

through private disposal may be a direct way to recover the 

investment cost that the tenant has invested to the lease, 

but it is ineffective because a tenant may not assign his or 

her rights or sub-lease the leased prope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ssor under the current Civil Act.

However, on May 13, 2015,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remium was finally introduced in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in its amendment. To the extent taking 

the customary trades and recognition of tenant and lessor 

relationship into account, it has a unique form in that the 

lessor on the lease termination is obligated to protect the 

tenant's Premium Payback Opportunity. If the lessor 

breaches the obligation not to interrupt Premium Payback 

Opportunity, the lessor is liable for damages.

It has been almost a year since the Premium Payback 

Opportunity clause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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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owever, tenants 

still claim that Premium Payback is not protected properly. 

In practice,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lessor had 

interrupted Premium Payback Opportunity is rarely come to 

the lower courts. therefore, analysis of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needs to explain 

the inadvertent defects which was unforeseeable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and areas that needs to be improved. 

First, a small business owner in a traditional market who 

needs to be most benefited by the Premium Payback 

Opportunity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Premium Payback 

Opportunity protection, and such exclusion clause needs to 

be deleted in a later amendment. 

Second, majority of the lower courts have ruled that the 

lessor has no obligation not to interrupt Premium payback 

opportunity for the leases with term over five years 

including the initial lease term. However, despite the absence 

of an explicit exception in the regulation,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the regulation in a way as if it has an exception, 

which significantly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important to make clear through a higher court 

ruling or legislation that leases with term over five years 

are to be also included in the scope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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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obligation not to interrupt Premium Payback 

Opportunity is exempted if there is a cause for rejection to 

renew the lease. However, an exception should be provided 

in case of Article 10, paragraph (1), subparagraph 7, item 

(b), (c)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Fourth, the lower court cases have applied strict burden of 

proof when deciding whether the tenant has invited the new 

assignee tenant, taking factors such as whether the tenant 

provides the lessor with the credit of the new assignee 

tenant into account. However, it is more appropriate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tenant has properly provided the 

lessor th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new assignee 

tenant at the stage of determining whether the lessor has a 

justifiable cause to reject the lease assignment. 

Fifth, in relation to the interruption of the lessor’s Premium 

Payback Opportunity, there are issues of interpretation in 

“the action that requires a significantly higher rent and 

deposit” and “the act of rejecting consent to a lease 

assignment with a potential new assignee tenant invited by 

the tenant without a justifiable cause”. In this regard,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agraph 2,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stipu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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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a justifiable cause, has been mainly disputed. 

Among those examples, it is desirable to delete “when the 

commercial building which is the object of lease is not used 

for commercial purpose for one year and six months or 

more”.

Sixth, there is an issue  of estimating amount of the 

“Premium upon the termination of the lease”,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damages, even if it is concluded that 

there is an act of interrupting Premium Payback Opportunity. 

Relying on the current announcements b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not sufficiently resolve this 

issue. In order to solve those issues, it is necessary to 

execute a written contract of Premium between parties and 

to have a mandatory system for reporting the value of 

Premium. 

There had  been many  studies that discuss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Premium until the Premium was legislated, but 

since the legislation for Premium Payback Opportunity was 

introduced,  research on the analysis of Article 10-4 

(Protection of Premium Payback Opportunity) und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as been 

insufficiently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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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necessity to 

revise the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by analyzing the regulation and introducing 

the prior cases ruled by lower courts applying it in practice. 

Although it still needs to be improved in the Premium 

Protection clause, it is fairly meaningful in that, through 

legalizing Premium, it has pursued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lessor and tenant and made efforts to protect the 

business value of tenant. I hope that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by interpreting Premium Payback Opportunity 

Protection clause from various angles and resolving 

problems.

Key words: Premium,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he obligation not to interrupt Premium payback 

opportunity, justifiable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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